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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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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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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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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e to the IAP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세계인쇄박물관협회(IAP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t has been my good fortune to stumble across the world of printing and
embark on a quest to establish a national museum of printing and a book
arts centre in my own country. In search of answers or simply to satisfy my
own curiosity I have visited institutions and met like-minded people in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우연히 인쇄라는 세계와 만나 제 모국에서 인쇄 및 북아트센터 국립박물관의 설립을

댄 테이트-제이미슨

추진하게 된 것은 저에게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혹은 단순히

세계인쇄박물관협회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세계 각지의 여러 기관을 방문했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회장

이제 인쇄의 요람인 청주에 와서 여러 인쇄 전문가와 헌신적인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니
얼마나 더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예와 문화를 진흥하는 청주의 열정을 나눌 수 있다는

How much more fortunate then to be able meet such experts and devotees
in one place, Cheongju, a cradle of print. It is a privilege to share the passion
of this city in the promotion of craft and culture. We congratulate the city on
its initiative and record our gratitude for enabling our attendance.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청주의 기상을 높이 사며,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관상 목적을 분명히 하는 우리 협회의 창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And it is an honour to have been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to lay the groundwork for promoting and supporting:

협회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목적

the advancement of printing museums and similar organisations; the

Ⅱ. 관련 지식의 보존 및 확산을 통해 인쇄 문화와 역사, 유산을 홍보한다.

culture, history and heritage of printing, through the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related knowledge; and collaboration and networking
between museums, similar organisations and enthusiasts in the above field.

Ⅲ. 박물관과 유사 기관 그리고 위 분야 전문가들과 지지자들 간의 협력과

Ⅰ. 인쇄박물관 및 유사 기관들의 발전을 지원한다.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IAPM 이사회는 이 새로운 토대 위에 쌓아 나갈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 에너지를
The Board of the IAPM looks forward to your thoughts, ideas and energy to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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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on the foundations that have been laid.

006
007

기대합니다.

축사 1

Congratulatory
Address 1
Printing museums, libraries and universities from around the world,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here in Cheongju.

Beum-deuk
Han
Mayor of Cheongju

청주를 찾아주신 세계의 인쇄박물관, 도서관, 대학의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인쇄박물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의

한범덕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for
its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 conference.
I am very grateful to the printing museums and working groups all around the
world for their help over the past two years in making this event a reality.

성공적인 설립과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청주시장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undergoing rapid social changes
because of the boom in IT infrastructure and new media. Thanks to the emergence
of diverse media platforms, ordinary people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in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and are recording and sharing their thoughts and their
daily lives more actively than ever.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IT 인프라와 뉴미디어가 번성하며 빠른 사회변화를 겪고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지난 2년간 세계 각지에서 도움을 주신 인쇄박물관들과 워킹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되어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일상과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있는 것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But there is also a darker side to this digital age. Things of value that ought to be
preserved are being swept away by the vast tide of information. Amid the information
flood, it remains important for us to make the effort to pass down what is worth
remembering to future generations. All of you are surely aware that the digital age
represents a new opportunity for the culture of printing and record-keeping.

후대에 기억 할 만한 것들을 남기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인쇄와
기록 문화의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것입니다.
인쇄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의 지위에서 한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청주에서
간행된 직지는 단순한 오래된 금속활자라는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철학을
집대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자,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정보공유와 지식 확산을

Our printed heritage must transcend the status of merely being relics of the past.
Jikji Simche Yojeol—the Buddhist text abbreviated as Jikji that was printed in
Cheongju—is valuable not merely as the product of ancient movable metal type,
but also as the fruit of an effort to compile Buddhist philosophy. It also represents
a transition toward creative thinking that led to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the
expansion of knowledge. Records from the past offer useful values and attitudes
that are still worth upholding in the present day.

가져온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록물들을 통해 현대에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와
정신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 인쇄박물관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세계인쇄박물관협회에서 전통 인쇄가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새로이 발견하고, 서로의 역량을 확인하여 공동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청주시는 금속활자 직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직지가 가진 다양한 미래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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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at this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various national printing museums and experts
in attendance to rediscover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raditional printing
and to confirm their respective capabilities, which can be put to use through joint
cooperation.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직지를 주제로 한 국제 페스티벌 `직지코리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나아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를 유치하여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 홍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인쇄박물관협회의 사무국을 청주에 유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Given the immense value that Cheongju places on the Jikji movable metal type
and its goal of raising awareness of the diverse value that Jikji holds for the future,
the city has been organizing an international festival called Jikji Korea since 2016.
In addition to this, Cheongju has been chosen to host the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which will provide professional assistance for
the preservation,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our documentary heritage.
In addition, the people of Cheongju are extremely delighted to host the offi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In the future, we will provide
all available assistance to ensure that humanity’s precious printing heritage and
history receive fresh attention and are handed down properly.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all of you for being here
today and ask you to keep working with us for the association’s success.

생각하며 향후 인류의 소중한 인쇄 유산과 역사가 재조명받고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협회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사 2

Congratulatory
Address 2

Younggoog
Park
Director General

Greetings!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with all of you for this meaningful
occasion a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IAPM) embarks on
its first steps amid this beautiful autumn mood all around us.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박영국입니다. 곳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thanks to the Cheongju city officials
and staff members at th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for their unstinting
efforts and support in helping this occasion come about. I also wish to thank the
officials and experts from printing museums and libraries around the world who
have joined together to create IAPM.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청주시 관계자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세계인쇄박물관협회(IAPM)가 첫걸음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여러분들과 청주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협회(IAPM)의 창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전 세계 인쇄 박물관,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련 전문가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녀노소 고금을 통틀어 모두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읽기와 쓰기를 포함한 문자

Activities involving the written word, including reading and writing, have long been a
voice of civilization and an eternal witness to the achievements of humankind.
Enjoyment of the fruits of culture through reading and writing had remained
throughout ancient times as the province of only a small minority in societies of both
East and West. The modern people of today, however, use different new and innovative
media to enjoy and create culture freely, transcending the bounds of space and time.

활동은 인류가 이룩해온 문명의 목소리이자 영원한 증인입니다.

From paper, clay tablets, and parchment to the tiny lines and dots of today’s digital
screens, the written word has moved us to tears, brought us inspiration, imparted
insight and understanding, and connected different beings across space and time.
It is truly amazing to consider.

종이나 점토판, 양피지에서부터 오늘날 디지털 스크린 속 작은 선과 점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다시피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구성원 중 극히 소수만이 읽기와 쓰기
행위를 통해 문화적 소산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은 혁신적이고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합니다.

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통찰과 이해를 가져다주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존재들과
연결해 줍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말 이미 금속활자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직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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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metal type technology was already in use by the late Goryeo period,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the Jikji as the world’s oldest extant movable print work. This
astonishing invention led in turn to the creation of Hangeul, Korea’s unique writing
system, which was invented in the Joseon period under the supervision of King Sejong
the Great, allowing Koreans to read and writ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own writing
system rather than using Chinese characters or the writing systems that borrowed
Chinese characters. I am sure that all of you can easily imagine what a decisive impact
this had on the lives and spiritual world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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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발명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세종대왕의 주관 하에
발명된 한국인 고유의 문자인 한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한국인들은 타 문자가
아닌 민족 고유의 문자로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어떠한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지 여러분 모두 쉽게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오늘날 IT 강국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며 생활 전반의
혁명적인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립한글박물관은 청주시 그리고 세계 인쇄박물관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Today, Korea stands as an IT power rapidly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앞으로 도래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보존을

girding itself for revolutionary changes that are poised to affect all areas of life.

위한 작업에 함께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We at the National Hangeul Museum intend to work with all of you, the officials
of the Cheongju City and the world’s printing museums, toward the creation and
preservation of new values to contribute to humankind in the future to come, doing
our utmost to cooperate and exchang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this end.

앞으로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하여 국가와 지역,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인류 문화와 역사 발전을
위한 많은 국제적 협력이 모색되고 창출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창립식에 함께하신 댄 테이트 제이미슨 초대 협회장님과, 한범덕 청주

I look forward to this occasion marking the start of the discovery and creation of
many new forms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yond boundaries of countries,
regions, and ethnicities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culture and history.

시장님, 그리고 전 세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y deepest thanks once again to the officials with us here today from around the
world for this establishment ceremony, including Dan Tait-Jamieson, the inaugural
IAPM chairman and Han Beum-deuk, the Mayor of Cheongju. May good fortune be
with you always in the days to 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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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Prints with Digital
I’d like to begin with an example of something that had been created, yet
hadn’t been introduced to many people until after much time and effort. “The
Memoir of the Pilgrimage to the Five Kingdoms of India” is a travelogue on
India and Central Asia written in the early eighth century by the Venerable
Hyecho. Hyecho was a Korean Buddhist monk from the Silla Kingdom, one
of the three Korean kingdoms of the period. Marco Polo’s travel memoir
written in the late 13th century is perhaps the most famous record of life
in East Asia back then, but Hyecho’s journal was written much earlier. This
work was unearthed by a French scholar of China and East Asia 100 years
ago, and is now ow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not Korea. Not until
2010, or 13 centuries years after its creation, was the monk’s memoir shown
to the Korean public.

Keynote
Speech

Hyunwoong
LEE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The mechanical movable type was invented after woodblock to revolutionize
printing. The movable type system allowed information to be shared by the
public and served as an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though Jikji came
much earlier than Johannes Gutenberg’s invention. Gutenberg’s metal type
eventually led to the collapse of the European feudal system in medieval
times. Yet printed matter produced by metal types still requires additional
efforts to spread and be distributed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I recently heard terrible news from Brazil. A fire destroyed more than 20
million artifacts at the National Museum of Brazil. I later though, what if the
artifacts had been preserved in digital form before the fire?

In this rapidly digitizing era, a museum curator needs various capabilities
such as strategic ag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but the skill most needed
is “data fluency,” or the ability to make strategic decisions in collecting,
sharing, and analyzing data.
Amid these waves of change, the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or KCISA, compiles and shares cultural data both accessible and familiar
to the public through culture digitization. The agency also links its data to
other resources and provides new services to the public to create a cultural
ecosystem in which producers and consumers of culture can enjoy and grow
together. In Kore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released
more than 70 million pieces of cultural data to the public. The ministry is
also making every effort to identify the latest trends and needs of the digital
world to enhance data quality and utility, so that users easily digest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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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me introduce an example of artifact digitization. The Natural History
Museum of Britain recently digitized more than four million of its collection
items and made them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museum also plans
to digitize its 20 million specimens in five years and release data on this
collection to the public. The digitized data will be utilized to tackle global
issues such as food security ,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s
such, the digitization of artifacts, which are also digitized data, has more
implications than from the simple act of digitizing specimens.

the data, not just acquire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led the
campaign to share cultural data with the public, but cultural digitization
will soon need a governing authority that encourages the private sector’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to prioritize service of platforms and data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The world is undergoing a revolution orchestrated by digital transition, a
term that is now a frequently used buzzword. In Korea,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ften mentioned, especially in efforts to change
traditional paradigms of work through new technologies. Museums all
over the world are no exception. They’ve developed apps, introduced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and employed robots to keep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times. They can also forecast the number of visitors through big
data analysis.
So what will museums look like in the future? Will they go digital or become
smart museums? Let me present a few clues on the future of museums.
I assume many of you here also attended the 2018 International Museum
Day event. The theme of this year’s event was “Hyperconnected Museums:
New Approaches, New Public.”
International Museum Day
International Museum Day (IMD) was founded in 1978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ICOM ) to promote the crucial contribu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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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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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seem to be extremely popular buzzwords
nowadays . In Scotland , a robot named Favio was recently fired from a
supermarket chain after just a week of working. In the US, Smithsonian
museums run a pilot system in which the robot Pepper guides visitors
around a museum.
The museums of today have been transformed into venues offering a
combination of culture, sports, and arts. Some even offer running programs
or yoga or aerobic classes.
Considering these latest trends , I think the museum of the future will
become “a culture complex venue both hyperconnected and open.” People
and things at a museum will be connected through a network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for visitors to see exhibits and utilize collections and
artifact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not to mention experience a variety of
cultural events.
To cope with such sweeping changes, museums will need a so-called digital
strategy manager to support technological and digital innovation, a digital
collection curator to supervise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removal
of all cultural digital content owned by a museum , and an interactive

experience developer who studies, observes, and analyzes visitors.
To conclude my keynote speech, I’d like to summarize what I’ve said so far.
Jane Alexander, CIO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had this to say about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 best use of digital is to not make you aware of the technology, but to

make you aware of the art."
My own take on the future of museums is:
“Digital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museum into a place where visitors

can enjoy exhibitions more vividly, experience cultural events, and receive
more opportunities to utilize data as more information on exhibits are
released to the public.”
Thank you.

박물관, 디지털로 인쇄하다.

기조강연

창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과거의 사례를

올해 2018년 세계박물관의 날 행사의 주제는 ‘초연결 박물관 : 새로운 접근, 새로운 대중’ 이

하나 소개하면서 기조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전반 혜초에 의해 작성

었습니다.

된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여행기입니다. 대표적인 여행기로는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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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동방견문록’이 있습니다만 동방견문록보다 훨씬 앞서 작성된 것이 왕오천축국전입니

세계박물관의 날

다. 이 자료는 100여년전 프랑스의 동양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현재 한국이 아닌 프랑스

국제박물관협의회가 1978년, 박물관이 갖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이 대한민국 일반 국민에 첫 공개가 된 것은

제정한 날

1300년 만인 2010년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요즘 가장 핫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식료품 매장에서 일
시대가 흘러 목판인쇄를 지나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자는 정보유통 플랫

하던 파비오(로봇)은 1주일만에 해고되기도 했구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폼으로, 정보의 대중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섭니다만,) 예

안내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로봇(페퍼)을 시범 도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를 들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통해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활
자를 통해 발간된 인쇄물은 특성상 정보 유통·보급에 많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박물관은 요즘 문화, 스포츠, 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Runn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지, 요가/에어로빅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합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립박물관에 화재가 발생해 2,000 만점이 넘는
대부분의 유물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 유물을 디지털화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래의 박물관은 <초연결 개방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

유물에 대한 디지털화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400만 개 이

등이 서로 연결되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관람 및 박물관 자료가 활용가능하게 될 것입니

상의 표본이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활용 가능합니다. 2,000만 개의 표본을 5년 이내에 디지

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합공간으로 변모할거라고 봅니다.

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털화해서 박물관 소장품의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유물의 데이터, 즉,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은 박물관의 기술 및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

유물을 단순히 디지털화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략 매니저(Digital strategy manager)’, 박물관의 모든 디지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존·
관리·폐기를 담당하는 ‘디지털 컬렉션 큐레이터 (Digital collections curator)’, 관람객

이러한 디지털화시대에, 박물관 리더는 전략적 민첩성(Strategic Agility),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연구 및 관찰 분석을 수행하는 ‘인터랙티브 경험 개발자(Interactive experience

(Communication)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지만, 그 중 하나 ‘Data Fluency (데이터 능

developer)’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숙도)’가 필요합니다. data fluency는 데이터의 수집, 공유, 분석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능
력을 말합니다.

이제 제 기조 강연을 마치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클리브랜드 미술관

CIO인 제인 알렉산더(Jane Alexander)는 디지털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친숙하게 접

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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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는 문화데이터를 자체생성, 공유, 연계, 신규서비스 발굴 등 여러 각도로 시도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현재

“The best use of digital is to not make you aware of th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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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천만건의 문화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자가 단순 정보 습득에서 더 나아가 누구

but to make you aware of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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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디지털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해 데이터의 품질과 활
용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바라보는 문화정보화의 미래는 기존의 정부의

저는 박물관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도적인 개방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로 전환하여 국민
의 목소리가 반영된 플랫폼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박물관에 스며 녹아들어 전시품을 더욱 생생하게 관람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전시품에 대한 정보를 개방해 새

이처럼 전 세계는 현재 디지털 전환의 시대, 한국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많이 언급되

로운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박물관이다”

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존업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진
행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App을 개발하고, VR/AR을 도입하며, 인공지능
로봇 도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은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디지털 박물관일까요? 아니면 스마트 박물관일까
요? 미래 박물관의 모습에 대한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국제 박물관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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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Printing, and Papers in Early Joseon

Speaker 1

1. Introduction
Junho PARK

“When reading Gangmu tongjian jilan , which was recently compiled in the

National Hangeul
Museum, Curator

parts, as well as being rather inconvenient for reading as the annotations

Ming Dynasty, I noticed that it is somewhat rough and had some missing
are not added as footnotes of the relevant page but as endnotes at the

As an alphabet, hangeul needed to be recorded in a visible manner on writing
materials such as paper. As a writing system, hangeul was inseparable from
the manner of transcription or printing. An inevitable result was that metal
movable types of hangeul were created simultaneously as the alphabet
was invented. Various technologies and materials were required in printing,
among which a stable paper supply commanded top priority.

end of every volume. Hence, I [Seo Geojeong] personally believe that Jachi

tonggam hunui from Joseon [Korea] is the best. Also, Jachi tonggam
hunui was written in 1436, while Gangmu tongjian jilan was written more
recently, which means that if the Chinese scholar could have seen the
former, he would have definitely been impressed.” • 1

This critique of Jachi tonggam hunui (Annotation of the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is from the book Pirwon japgi (Author’s Trivia)
written by Seo Geojeong (1420–88), a renowned scholar and writer of the
early Joseon Dynasty.

Jachi tonggam hunui is a commentary on the Chinese history book Zizhi
tongjian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compiled by King
Sejong (r. 1418–50) and scholars of Jiphyeonjeon (Hall of Worthies), the royal
think tank of the Joseon Dynasty. Work on the compilation was started in
June 1434 and completed in June the following year. King Sejong, whose
political objective was based on implementing the Confucian ideal of
politics, tried to put politics on the right path by referring to the precedents
set by kings appearing in history books such as Jachi tonggam . The book’s
content, however, was hard to fully comprehend because it covered such a
vast stretch of Chinese history. King Sejong thus commissioned research on
providing an explanation of Jachi tonggam and the result was Jachi tonggam
hunui .

I hesitate to use the term “printing revolution” in Korean history, as the
concept was clearly the product of Western civilization involving Johannes
Gutenberg and his time. I do not feel entirely comfortable equating Korean
history with the process of Western printing history and modernization
because for Koreans, their period of colonial occupation, which they would
rather forget, is at the center of Korea’s modernization.
Nevertheless, I want to limit the range of expression using the modifiers
“Joseon version” or “Joseonized” to describe the so-called Joseon method
of the printing revolution as a topic. The key element of this revolution is the
sharing and spreading of written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writing
system used in this is, of course, hangeul. Insofar as the use of hanja (Chinese
characters) was maintained on the peninsula, in which the spoken language
did not match the writing system, the sharing and spreading of knowledge
would have proven to be a distant concept.

2. Letters
“This month, His Highness the King personally created the twenty-eight

letters of the eonmun [vernacular script]. Its letters resemble the shape
of the old seal script and are divided into initial consonant, medial vowel,
and the final consonant, which combined form a character. Overall,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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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ranscribe from Chinese letters to Korean vernacular language since
026
027

Seo Geojeong compared Jachi tonggam hunui it to Gangmu tongjian
jilan ( Compilation and Outline of the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conducing that a thorough description and reader-friendly
organization were the strengths of the former work . Despite its short
passages, Jachi tonggam hunui offers readers a peek into the cultural pride
expressed by a renowned fifteenth-century scholar at a Joseon royal think
tank on Korea’s intellectual culture.
The Joseon era of the fifteenth century was a special period in Korean
history. After political conflict in its early stage had settled down, the Joseon
Dynasty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Undoubtedly, the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hangeul was the greatest of all of Joseon ’s impressive
accomplishments.
•1

“近見今皇朝所撰綱目通鑑輯覽, 頗有疏漏處. 又不夾註於句下, 以附於每卷之末, 觀覽亦不便.

臣妄意當以我朝訓義爲第一. 且訓義之成, 在正統丙辰, 而輯覽之成在近日, 當中國輯覽之時, 見我國訓義,
則必歎賞不暇矣.” (Seo Geojeong, Pirwon japgi , book 1.)

the letters are simple, yet their transformations are endless. These letters
are named hunmin jeongeum [proper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 2

In 1443, lite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was realized with the invention of
hangeul. This breakthrough helped Koreans escape daily difficulties caused
by having to use spoken Korean in daily life and Chinese script for writing. • 3
hangeul letters recently excavated from tombs show that Koreans as far
back as the 1490s used hangeul in everyday life. • 4 Also, the sheer number of
•2
•3
•4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102, Day 30, Twelfth Month, Twenty-fifth Year of Sejong

(1443).

Gang Sinhang, Sujeong jeungbo hunmin jeongeum yeongu (Hunmin Jeongeum Studie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seventh edi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11, pp.52–63.

“Excavation” might not be a fitting expression for old documents but most extant letters written in
hangeul from earlier periods have been excavated from tombs. The letters include both the ones

inserted in coffins to remind the dead of living memories or those added during the casketing stage.

letters written in hangeul during the sixteenth century amounted to several
hundred, being excavated from all over Korea. • 5 What these examples prove
is that hangeul was widely used in Korea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An even bigger change occurred after the Joseon royal court began a Korean
translation project. Before hangeul’s invention, all knowledge such as that of
religion, philosophy, history, literature, and medicine was passed on through
materials written in Chinese script. This meant that the content was largely
inaccessible by those outside of the intellectual class, who maintained a life
of literacy through Chinese script. Despite a few attempts to translate such
materials through a method of borrowed letters such as idu , they fell far too
short to convey the entire content in its intact form.
The purpose of Korean translation was to make content more easily
accessible to the people, as manifested in the prefaces to Seokbo sangjeol
(Episodes from the Buddha’s Life) and Worin seokbo (Moon’s Reflection of
the Buddha’s Genealogy), which are examples of early Korean translation.
(1) As we translate and inscribe classical Chinese in jeongeum [hangeul],

we hope that people will advance to and depend on the Three Jewels (of
Buddhism) by easily understanding the content. • 6

(2) By combining the two books to create Seokbo sangjeol and translating

it into jeongeum [hangeul], we are allowing people to understand it with
ease. . .

•7

(3) As the sutras written in the characters of Western Heaven are stacked

high, people find it difficult to read and memorize them; however, when
they a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our own language, people who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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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ews will indeed give high praise. • 8
028
029

Immediately after the invention of hangeul , King Sejong attempted to
publish the translation of Confucian scriptures such as Samgang haengsildo
(Illustrated Conduct of the Three Bonds), Sohak (C. Xiaoxue; Elementary

The oldest extant letter in hangeul was written by Na Singeol (1461–1524) and addressed to his wife
•5
•6
•7
•8

in the 1490s.

See Hwang Mun-hwan, Joseon sidaeui hangeul pyeonji eongan (Eongan, Hangeul Letters in the

Joseon Dynasty), Yeokrak Publisher, 2015, pp. 166–171.

“ᄯᅩ 正音으로ᄡᅥ 곧 因ᄒᆞ야 더 飜譯ᄒᆞ야 사기노니 사ᄅᆞᆷ마다 수ᄫᅵ아라 三寶애 나ᅀᅡ가 븓긧고 ᄇᆞ라노라.” (Seokbo

sangjeol , Preface, 6ab.), (Yeokju worin seokbo [Annotated Translation of Worin Seokbo ] Vols. 1 and 2,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1992, p. 26.)

“두 글워ᄅᆞᆯ 어울워 釋譜詳節을 ᄆᆡᇰᄀᆞ라 일우고 正音으로 飜譯ᄒᆞ야 사ᄅᆞᆷ마다 수ᄫᅵ 알에ᄒᆞ야” (Worin seokbo ,

Preface, 12b), (Yeokju worin seokbo [Annotated Translation of Worin Seokbo ] Vols. 1 and 2,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1992, p.34.)

“西天ㄷ 字앳 經이 노피 사햇거든 보ᇙ 사ᄅᆞ미 오히려 讀誦ᄋᆞᆯ 어려ᄫᅵ 너기거니와 우리나랏 말로 옮겨 써 펴면

드르ᇙ 사ᄅᆞ미 다 시러 키 울월리니” (Worin seokbo , “Preface”, 23b), (Yeokju worin seokbo [Annotated

Translation of Worin Seokbo] Vols. 1 and 2,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1992, p. 40.)

Learning), Four Books , and Five Classics . • 9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ranslations, however, were of Buddhist scriptures.
The first attempt at Korean translation was Seokbo sangjeol (Episodes from
the Buddha’s Life]. In 1447, Grand Prince Suyang, who later became King
Sejo (1417–68), compiled Seokbo sangjeol upon King Sejong’s command.
This biography of the Buddha was written to pray for the repose of Queen
Soheon (1395–1446), and the content includes a summary of major Buddhist
scriptures such as The Pundarika (Lotus) Sutra. Having read this , King
Sejong wrote Worin cheongangjigok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1447) comparing the Buddha’s merit and virtue to
the moon. Later, King Sejo (r. 1455–68) published Worin seokbo (1459) by
revising and combining Seokbo sangjeol and Worin cheongangjigok to
mourn the untimely death of his son, Crown Prince Uigyeong (1438–57).
The full - fledged publication of Buddhist sutras came in the form of
Gangyeong Dogam (Superintendency for Sutra Publications). This temporary
administrative office established to publish Buddhist sutras was set up in
1461 and closed in 1471. For eleven years, this office produced several dozen
beautifully printed and exquisite Buddhist sutras, nine of which were Korean
translations.
Even after this office was closed, the majority of early hangeul documents
were translations of Buddhist sutras. Additionally, a wider diversity of
translations was gradually being printed including edification books such as
Naehun (Instructions for Inner Quarters] (1475) and Samgang haengsildo
(Illustrated Conduct of the Three Bonds] (1471); technical books such as
Gugeupbang eonhae ( Vernacular Translation of Emergency Treatment]
( 1466 ) and Gugeum ganibang ( Simple and Easy Emergency Treatment]
(1489); translation textbooks such as Iropa (1492); and poetry books such
as Dusi eonhae (Vernacular Translation of Du Fu’s Poetry] (1481). From the
sixteenth century,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Confucian books began
to hit their stride beginning with Beonyeok sohak (Elementary Learning of
Translation] (1518). • 10
Korean translations of Buddhist sutras published by the office were
reprinted and widely utilized in many districts.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se publications was the propagation of Buddhist doctrine with the
masses , but this simultaneously served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hangeul. • 11
The invention of hangeul enabled the lite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y
•9

Though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Neo-Conficianism as its official belief system, translation
of Confucian scriptures only started to appear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probably because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did not enter a mature stage until then. (An Byeong-hui, Gugeosa

munheon yeongu (Study of Documents on Korean Linguistic History], Singu Munhwasa, 2009, p. 43.)

• 10 An Byeong-hui, Ibid., pp. 30–36.
• 11 Ibid., p. 93.

translating profound doctrines written in Chinese script into hangeul, people
could approach religion far more easily. Without the translation projects of
Neo-Confucian scriptures enforced since the invention of hangeul, Korea
would probably not have become the Neo-Confucian state it was.
hangeul also made life considerably easier for commoners. Use of the
Korean alphabet allowed people to study Confucian scriptures annotated
in Hangeul, read novels, create song books, and write letters in hangeul,
and submit litigation papers in hangeul to government offices. The content
of hangeul culture grew richer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 In sharing
and spreading knowledge, the Korean alphabet became an integral part
of printing technology. The first bump in the road in this transformation,
however, was font selection and the arrangement of hangeul and Chinese
script when they coexisted in one document.

King Taejong created movable types to tackle the insufficient number of
books being printed caused by the high cost of woodblock printing. The
biggest drawback of metal type , however , was the high cost of casting
metal typefaces. Unless this problem was solved, the expense of woodblock
printing would prove no different than that of woodblock use. Instead of
taxing the people to pay for casting metal types, King Taejong proposed
taking donations from willing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meritorious
subjects, in addition to making his own contribution.

Fifteenth - century Joseon saw a remarkable improvement in printing
technology techniques. The beginning of this era was marked by the 1403
invention of a copper movable type called Gyemija cast , the first metal
type created in Joseon. A postscript to this invention written by Gwon Geun
(1352–1409) explains the reasons and purpose for which King Taejong (r.
1400–18) invented it:

So what changed in book publishing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yemija
typeface? Though no records documenting the changes remain, Joseon
wangjo sillok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provides a few
hints. In particular, practically no record exists on type printing conducted
at Jujaso (National Foundry ). This office supervised typeprinting , which
was decidedly different from that during King Sejong’s reign. What this
implies is that though Gyemija was creat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woodblock printing, the technological limits of the period restricted
the typeface from being more actively used. The new movable metal type
created by King Sejong in 1420 to supplement this was Gyeongjaja. The
following postscript to the founding of metal type for Gyeongjaja, just as in
the case of Gyemija, explained the problems of Gyemija.

In spring and the second month of the first year of Yeongrak’s reign (1403),

Creating metal types to print numerous books and passing them down

His Highness the King told his subjec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o

to future generations—all of these would truly bring infinite benefits.

govern a country, one must read a wide range of books. Therefore, one

However , the shape of the first typeface had several unsatisfactory

can thoroughly study all principles and rectify the mind to achieve the

aspects that created difficulties in printing books easily. In winter, the

3.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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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arved, preserving them was difficult due to the nature of wood.

benefits of cultivating the person, regulating the family, governing the

eleventh month of Yeongrak’s reign and the year of Gyeongja (1420), His

state, and pacifying the empire. As Joseon (Korea) is lying across the sea

Highness the King thought of an idea and commanded gongjo champan

030

[from China], Chinese books are rare things to come by here. Woodblocks

[vice minister of the Board of Works] Yi Cheon to create a new set of

031

can easily get damaged and publishing books from all over the world

metal types with extremely delicate and elaborate shapes . He had his

with them is difficult. Hence, I wish to create movable types with copper

jisinsa [chief royal secretary] Kim Ik-jeong and jwadaeeon [second royal

and print the books as soon as I acquire them to spread them widely

secretary] Jeong Cho to oversee the job, which was completed in seven

and create infinite benefits. However, collecting the cost required in this

months. The printers found it easy to work with the [new] typeface and

process from the people would be inappropriate. Therefore, if I myself

could print as many as two dozen pages a day. • 13

make a contribution along with willing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meritorious subjects, this could be nearly accomplished.” • 12

Three reasons were given to explain casting metal type . The first was
that Chinese books were rare, which explained the limits and difficulties
involved in distributing the books even if new books were imported from
China. Second was the high printing cost due to the structure of woodblock
printing. And third was the fragile durability of woodblocks. Even after they
• 12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易以剜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Yangchon-

j ip [Collection of Yangchon’s Writings], Book 22, “Postscript to the Invention of Metal Type”)

The printing efficiency of Gyemija seemed far too low due to a defect in the
typeface’s shape. The new Gyeongjaja typeface was far more delicate and
elaborate and these qualities greatly raised printing efficiency. In other
words, the shape of the Gyemija typeface was too big and inconsistent,
and a smaller and more consistent model was developed for the newly

• 13 “鑄字之設, 可印群書, 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然其始鑄字樣, 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命工曹參判臣李蕆, 新鑄字㨾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 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Chunjeong-jip

[Collection of Chunjeong’s Writings] Book 12, Postscript, Postscript to the Invention of a Typeface for

Daxue Yanyi )

manufactured Gyeongjaja. • 14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hows considerably more
records on printing using Gyeongjaja than Gyemija. Though Gyeongjaja’s
typeface was smaller to supplement Gyemija’ s shortcomings , reading
printed books became inconvenient since the printed letters were too small.
King Sejong thus ordered the creation of new movable types as follows:
In autumn , the seventh month of the ninth year of Seondeok ’ s reign
( 1434 ), His Highness the King told ji Jungchuwon sa [administrative

commissioner of the Security Council] Yi Cheon, “The books printed with
the typefaces whose manufacturing you previously supervised are truly
elaborate and beautiful. However, the narrow and dense typefaces make it
difficult to read the book. Hence, I recommend that you made a larger-size

typeface again.” • 15

The movable metal type invented in 1434 for this purpose was Gabinja, which
not only improved the typeface but also the typesetting method of arranging
the metal types. Previously, beeswax had been used to attach the metal
types to the printing plate but this method presented two problems. The first
was high cost • 16 and the second was inefficiency, as the types easily shifted
and needed to be attached to the plate again before printing.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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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ently through the efforts of King Sejong and Yi Cheon (1376–1451), the
types were fixed by bamboo or tree to reduce printing costs and improve
efficiency . • 18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technology of elaborately
casting of metal types.

032
033

By elaborating the typeface and improving the typesetting method , the
number of pages printable in one day was raised from just a few with
Gyemija to about two dozen with Gyeongjaja, and further to more than forty
with Gabinja. • 19
Immediately after the introduction of Gabinja, King Sejong ordered Nam Ji,
an envoy dispatched to congratulate the Chinese emperor on his birthday, to
research Chinese movable typefaces and typeprinting methods. • 20 Upon his
• 14 “世宗又於庚子年, 以所鑄之字大而不整, 改鑄之, 其樣小而得正, 由是無書不印, 名曰庚子字.” (Yongjae

chonghwa [Assorted Writings of Yongjae ], Book 7.)

• 15 “宣德九年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印本, 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難於閱覽,

更用大字本重鑄之尤佳也.” (“Postscript to the Invention of the Typeface for Goryeosa Jeolyo ” [Essential

History of Goryeo].)

• 16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11, Day 24, Third Month, Third Year of Sejong (1421).

• 17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65, Day 2, Seventh Month, Sixteenth Year of Sejong (1434).
• 18 始者不知列字之法, 融蠟於板, 以字着之. 以是庚子字, 尾皆如錐, 其後始用竹木塡空之術, 而無融蠟之費,
始知人之用巧無窮也. (Yongjae chonghwa [Assorted Writings of Yongjae], Book 7.)

• 19 Cheon Hyebong, Hanguk geumsok hwalja inswaesa [History of Korean Typeprinting], Bumwoosa, 2013,
pp. 78–96.

• 20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69, Day 24, Eighth Month, Seventeenth Year of Sejong
(1435).

return from China, Nam brought back Yinzhu zizhi tongjian (Zizhi Tongjian
with Gloss) as the king instructed, but there is no record of his report on a
typeface or typeprinting. He might have had nothing special to report to the
king or failed to conduct proper research. I will describe this further later,
but compared to the dispatch of envoys to Japan, a safe conclusion is that no
special content supplemented the typeface and printing method of Gabinja.
Finally, I must mention hangeul metal types. The first books to use them
were Seokbo sangjeol and Worin cheongangjigok , both of which were
published in 1447. At the time, books printed in hangeul basically mixed
both hangeul and Chinese script, and these two works were apparently
used to test the arrangement of both types of characters in a single work.
Seokbo sangjeol featured Chinese characters printed in normal size
and their hangeul pronunciations written in smaller letters, but in Worin
cheongangjigok , Chinese words were written in hangeul transcription
and the corresponding Chinese characters were printed in smaller script
below hangeul. This is why Worin cheongangjigok is sometimes considered
the first document to exclusively use hangeul. • 21 Judging from the books
published after these, however, the transcriptional method used in Seokbo
sangjeol emerged as the more popular method. Yet the first document to
exclusively use hangeul as Koreans know today was the woodblock version
of Cheonui sogam eonhae (Vernacular Translation of Cheonui Sogam ), which
was published in 1755. • 22
Hangeul metal types basically followed the style of seal script, whose stroke
width was consistent throughout. King Sejong had to manage officials at
Gyosogwan (Office of Editorial Review), who were not skilled at seal script.
Under this circumstance, he would have found it hard to select seal script as
the standard metal-type font. No record explains the reason for this choice
but King Sejong chose the font for hangeul typeface by ordering that “the
letters be modeled after the old seal,” which became the standard for future
hangeul typeface. • 23
Hangeul metal types such as Gabinja, Eulhaeja, Gyeongseoja, Musinja, and
Jeongrija were cast along with major Chinese script metal types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nd used for publishing books written in hangeul.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inventing hangeul and providing Korean translation
was in line with that of the letterpress printing of metal types.

4. Papers
In the fifteenth century, Joseon’s social system was rapidly reorganized to
focus on Neo-Confucianism. Diverse policies enforced by the royal court
• 21 An Byeong-hui, Ibid., p.243.

• 22 This is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professor Hong Yun-pyo, chairman of the National hangeul
Museum Organizing Committee.

• 23 Park Jun-ho, Joseon junggi jeonseoui yuhaenggwa geu uimi (Trend of Seal Script in Mid-Joseon and Its
Significance), Joseon wangsirui hangeul pyeonji, sukmyeong sinhancheop (Sukmyeong Sinhancheop,
hangeul Letters of the royal Joseon Family), Cheongju National Museum, 2011, pp. 44–45.

became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 ideas centered on commoners. The
young government officials of Jiphyeonjeon equipped with Neo-Confucian
knowledge and refinement led this revolution, with the king at the apex.
Implied in the rapid progress of typeprinting technology centered on the
invention of hangeul and Gabinja typeface is the Confucian idea of putting
people at the center (minbon ) to share religious ideas and knowledge with
the people.
This social innovation, however, caused problems in an unexpected area:
paper. • 24 A writing system such as hangeul could live only if printed or
transcribed, and the existence of printed books or transcribed documents
was wholly dependent on paper . The more people shared religion and
knowledge through hangeul and books , the more demand for paper
increased. The ensuing demand was far beyond the capacity of the existing
method and capacity of paper production in Joseon at the time.

4-1. Jeohw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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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n early Joseon was basically classified into five types based on
demand: jeohwaji (standardized paper made of mulberry bark used in paper
money); jinheonji (offered as a tribute to the Chinese emperor ); chaekji
(for use in book publishing); gunsuji (used in military supplies); and buji
(condolatory paper bestowed by the king at funerals). • 25 Among them, jigap
(paper armor) made from recycling scrap paper or buji , which was reserved
for the privileged class such as the royal family or government officials,
saw relatively small demand of fifty to 150 volumes (gwon ), but jeohwaji ,
jinheonji , or chaekji saw highe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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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hwaji is standardized paper made from mulberry bark used in jeohwa
(paper money). In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Dynasty , jeohwa saw brisk
circulation during a certain period under the Joseon royal court’s policy
of strong currency circulation . • 26 Jeohwa was initially made of paper
presented as offerings from a variety of regions. As paper produced in each
region lacked a unified standard, each showed big differences in thickness
or softness. • 27 As people started to prefer thick paper over thinner ones, the
rising cost of producing thick paper led to harmful side effects. • 28 In other
words, the higher cost of producing thick paper caused commoners to suffer
from excessive taxes or having to work in paper production. The growing
• 24 Discussion of paper types is the summary of my previous paper (Park Jun-ho, Joseon jeongi jiryowa

baehapji saengsan [Paper Materials and Production of Paper with Mixed Materials in Early Joseon]),

Dongyanghak [Oriental Studies ], vol. 66, Academy of Asian Studies, 2017.)

• 25 Ha Jong-mok, “Jejieop” (Paper Manufacturing Industry), Hanguksa (Korean History) 24,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3, pp.296-300.

• 26 Yu Hyeonjae, “Joseon chogi hwapye yutong gwajeonggwa geu seonggyeok-jeohwa yutongeul
jungsimeuro” (The Process and Nature of Currency Circulation in Early Joseon: Focus on the

Circulation of Paper Money),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 Vol. 49, Cho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 2009, pp. 75–83.

• 27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23, Day 21, Second Month, Twelfth Year of Taejong (1412).

• 28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Book 30, Day 25, Seventh Month, Fifteenth Year of Taejong (1415).

popularity of paper money made from thick paper also hindered currency
circulation. • 29
Jojiso (Office of Paper Manufacturing) was set up in 1415 as a government
solution for problems in paper money circulation caused by differences
in paper thickness; it unified the standard of paper used in making paper
money. Since no specific documents on jeohwaji production appea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is office, the manufacturing of standardized jeohwaji
apparently stabilized.

4-2. Jinhenoji
China’s demand for paper as part of its tribute from Korea dated back to
the Goryeo Dynasty (918–1392), but it was from King Taejong’s reign that
the volume of such paper exponentially increased. • 30 Starting with 8,000
sheets of pure white paper in 1407, 10,000 were presented the next year. • 31
The year after that, unable to bear the expression cheonyeo jinheon (virgin
offering) and instead using jicha jinheon (paper offering), Joseon presented
6 , 000 sheets of thick pure white paper. An account from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said 21,000 sheets had been given before. • 32 In
addition , the Ming envoy Huang Yan was quite persistent in asking for
10,000 sheets for use in the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s as desired by
his emperor. • 33 Another account said Huang took an extra 10,000 sheets a
few years later. • 34 During King Sejong’s reign, a record said 18,000 sheets
of first - grade and 7 , 000 of second - grade pure white thick paper were
presented to the Ming emperor. • 35 In lieu of exempting the annual tribute of
gold and silver, 35,000 sheets of thick paper were offered • 36 in addition to an
extra 25,000 to the Ming emperor. • 37
The volume of paper given as tribute could have been greater based on
speculation, but strictly according to The Veritable Records, 150,000 sheets
of high-end paper were presented to Ming China from 1407 to 1424. Ming’s
demand for Korean paper came directly from the order of the Ming emperor,
per one record. • 38 He specifically demanded the white variety of Korean
paper that was pure and thin and came in a fine color. • 39 This might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rising paper demand in the early Ming period

• 29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23, Day 3, Sixth Month, Twelfth Year of Taejong (1412).

• 30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13, Day 28, Sixth Month, Seventh Year of Taejong (1407).
• 31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Book 15, Day 6, Fourth Month, Eighth Year of Taejong (1408).

• 32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Book 16, Day 5, Eleventh Month, Eighth Year of Taejong (1408).

• 33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22, Day 28, Eighth Month, Eleventh Year of Taejong (1411).

• 34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34, Day 3, Eighth Month, Seventeenth Year of Taejong (1417).
• 35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3, Day 11, Second Month, First Year of Sejong (1419).

• 36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7, Day 25, First Month, Second Year of Sejong (1420).

• 37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25, Day 18, Eighth Month, Sixth Year of Sejong (1424).

• 38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13, Day 28, Sixth Month, Seventh Year of Taejong (1407).

• 39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16, Day 12, Eleventh Month, Eighth Year of Taejong (1408).

after large-scale printing projects were launched. • 40
Manufacturing a large quantity of premium paper for Joseon’s tribute to
Ming required highly intensive labor. • 41 The production quota of paper in
each region was excessive, and meeting the crippling demand led to a host
of side effects. In 1410, appeals were made to the king by Saganwon (Office
of the Censor General) to expand paper mulberry farms to boost paper
supply for official and private documents presented to the king, funerals,
paper money, and tribute to Ming. • 42 The royal Joseon court recognized the
difficulties of paper manufacturing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raw
materials, and consequently sought to secure such materials by planting
more paper mulberry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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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ctify the problems in the production of jinheonji , King Sejong in 1420
reorganized Jojiso (Office of Paper Manufacturing), which was initially in
charge of producing standardized paper for use in paper money. Instead,
the office was reassigned to make the paper used either for tribute or use
in official documents presented to Ming. This was part of an effort to change
the paper production method of assigning the workload to regions.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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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jinheonji output expanded at Jojiso, demand was covered by growing
paper mulberries in Seoul’s Jangui-dong area from 1426, where Jojiso
was located. Giving credenc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paper that was
becoming unmanageable, other reports spoke of extra paper mulberries
being planted. • 44 Nevertheless, the system of producing high-end paper for
Ming tribute had seemingly entered a successful stage, improving on the
previous method of assigning production to select areas. At first, fears arose
that paper quality might fail to meet that of those produced in Namwon
or Jeonju, but it improved enough that paper from other regions were no
longer needed. • 45 Also, a government policy limited the use of high-end
paper, which led to annual savings of about 163 volumes of pyoji and 600
volumes of doryeonji . • 46 Government officials who used high -end paper
unnecessarily were also punished. • 47
Production of jinheonji , which caused many harmful consequences ,
stabilized over time as Ming ’ s demand for paper decreased . No more
• 40 Qian Cunxun錢存訓, Translated by Kim Uijeong and Kim Hyeonyong, Zhongguo Zhan He Yinshua

Wenhua Shi 中國紙和印刷文化史 (Cultural History of Paper and Printing in China], Yonsei University
Press, 2013, pp. 275–277.

• 41 Generally, thick paper combining multiple layers and undergoing a stamping treatment (dochim ) was

records of producing thousands, or even tens of thousands, of paper to be
presented to Ming were confirmed.

4-3. Chaekji
No specific record mentioning demand for chaekji , or paper used for book
publishing , was found until the reign of King Taejong . The only notable
record was one mentioning the assignment of paper production to select
areas for the printing of the Buddhist scriptures Tripitaka Koreana housed
at Haeinsa Temple. • 48
After King Sejong took the throne, demand for paper for book publications
rose from the time of King Taejong’s reign thanks to improved printing
efficiency stemming from the use of Gyeongjaja typeface. Consequently, the
volume of book printing increased. To print Gangmu Xubian (Sequel to the
Outlines and Details of the Comprehensive Mirror to Aid in Government),
Joseon in 1423 ordered the provinces of Gyeongsang-do and Jeolla-do to
prepare 1,500 and 2,500 volumes of book paper, respectively. • 49 In winter
of that same year, the provinces of Chungcheong-do, Gyeongsang-do, and
Jeolla-do were ordered to offer 400, 900, and 700 volumes, respectively, of
jangji, a broad third-grade paper for official use. The paper went to print
materials at the National Foundry. • 50
In August 1424, Jojiso sent 406 cheop [unit of paper with narrower volume]
of chaekji in four types , including those made with bamboo leaves ,
pine needles, mugwort stems, and reeds to the National Foundry. • 51 In
November that same year, an extra 208 volumes of mugwort stem and 22 of
pine needle paper were sent to the same facility. • 52 To resolve the extreme
paper shortage at the time , Jojiso experimented with new methods of
paper production using diverse materials that could offset the lack of paper
mulberry.
Along with efforts to bolster the productivity of Jojiso’s paper production,
the practice of assigning chaekji output to provincial areas persisted. In
January 1425, producing paper for use in book publishing was assigned
to the provinces of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for
the printing of Shiji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 53 In October that
year, Chungcheong-do (3,000 volumes), Jeolla-do (4,000), and Gyeongsangdo (6,000) were assigned to produce paper for the printing of Four Books ,
Five Classics and Xinglidaquan (Great Compendium on Human Nature and

considered higher quality. Hence, equating the production cost of one sheet of jinheonji and one of
chaekji was the source of problems.

• 42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ook 20, Day 29, Tenth Month, Tenth Year of Taejong (1410).

• 43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148, “Jiriji Gyeongdo Hanseongbu” (Geographic Survey of

• 48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Book 25, Day 11, Third Month, Thirteenth Year of Taejong (1413).

• 44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42, Day 9, Twelfth Month, Tenth Year of Sejong (1428).

• 50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22, Day 7, Eleventh Month, Fifth Year of Sejong (1423).

the District of Seoul), Jojiso [Office of Paper Manufacturing].

• 45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49, Day 11, Ninth Month, Twelfth Year of Sejong (1430).

• 46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79, Day 26, Eleventh Month, Nineteenth Year of Sejong (1437).
• 47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101, Day 5, Eighth Month, Twenty-fifth Year of Sejong (1443).

• 49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19, Day 5, Second Month, Fifth Year of Sejong (1423).
• 51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25, Day 1, Eighth Month, Sixth Year of Sejong (1424).

• 52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26, Day 2, Eleventh Month, Sixth Year of Sejong (1424).
• 53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27, Day 24, First Month, Seventh Year of Sejong (1425).

Principles). • 54
King Sejong ordered Park Seo-saeng, an envoy dispatched to Japan, to study
the Japanese method of paper production just as he had ordered Nam Ji to
research typeprinting technology in China. • 55 Upon returning to Korea, Park
presented a report on his mission. • 56 The report’s content is unknown but
judging from a record saying people were dispatched to Tsushima Island to
obtain Japanese paper mulberry, Park’s report apparently focused on that
raw material.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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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obtaining Japanese paper mulberry from Tsushima, locations similar
to the Japanese natural environment, such as Dongrae in Gyeongsangdo and Ganghwado Island , were initially selected for seed planting and
administration in 1434. • 58 In 1439, five years after the initial attempt, the
mulberry seeds were planted and grown in the provinces of Chungcheongdo, Gyeongsang-do, and Jeolla-do; this seemingly attests to the thorough
and careful preparation for producing Japanese paper in Korea. • 59 Records
describing the continued management of Japanese paper mulberries
ordered by the Joseon royal court were found until 1447.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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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paper comprised a considerable amount of all paper demand
in early Joseon. According to Kim Su- on ’ s postscript to The Pundarika
(Lotus) Sutra , which was printed with Gabinja typefaces in 1450, 33 copies
of the latter work and The Avatamska (Flower Garland) Sutra were printed
using paper made from Japanese paper mulberry with get-well wishes for
the first cousin of the crown prince [who later became King Munjong]. • 61
Based on records on the procurement of paper for scripture printing under
King Sejo’s reign mentioned in Tabin jeolmok (Key Elements of Printing),
speculation is possible on the importance of Japanese paper in overall
paper use in Joseon. • 62 Pure and mixed Japanese paper amounted to a
combined 25,888 volumes, or 6.3 percent of the nation’s total of 411,694
volumes. • 63 Through this, Japanese paper is believed to have accounted for
• 54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30, Day 15, Tenth Month, Seventh Year of Sejong (1425).
• 55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41, Day 1, Seventh Month, Tenth Year of Sejong (1428).

• 56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46, Day 3, Twelfth Month, Eleventh Year of Sejong (1429).
• 57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49, Day 29, Eighth Month, Twelfth Year of Sejong (1430).

• 58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65, Day 3, Eighth Month, Sixteenth Year of Sejong (1434).

• 59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84, Day 13, First Month, Twenty-first Year of Sejong (1439).

• 60 T
 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 Book 118, Day 20, Tenth Month, Twenty-ninth Year of Sejong (1447).
• 61 “作倭楮紙印華嚴法華各三十三部, 華嚴則木板, 法華則鑄字.” (Saddharma Pundarika Sutra [Sutra on the
Lotus of the True Law] [Gabinja edition甲寅字本] Book 5, Postcript.)

• 62 O Yong-seop, “Tabin jeolmokeuro bon sejo yeongan daejanggyeong inchul” (Printing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during King Sejo’s Reign as Seen Through Tabin Jeolmok),” Seojihak

Yeongu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 Vol. 30, The Institute of Korea Bibliography, 2005, pp.
328–332.

• 63 Contemporary records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pure and mixed Japanese paper. The former

seems to refer to pure Japanese paper with no materials added other than Japanese paper mulberry,
while the latter apparently refers to that mixed with other materials. Documents including The

Veritable Records consistently maintain the use of “mix[ed]” (交) in their accounts probably because
“mixing materials” was a common method of paper manufacturing.

six to seven percent of the paper used to print Buddhist scriptures under
King Sejo’s reign. This is evidence that the policy of planting Japanese paper
mulberry, which started in King Sejong’s time, gained a certain degree of
success.
Paper made from Japanese paper mulberry could be distinguished from
other paper types in Korea even after considerable time had passed becaus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Japanese paper mulberries and the yields of
mulberry bark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n paper mulberries.
Also, Japanese paper mulberry made it easier to secure raw materials than
its Korean equivalent.
Around 1434, when Gabinja was completed, demand for chaekji peaked
during King Sejong ’ s reign . After completing Jachi tonggam hunui , he
decided to print five hundred to six hundred books using Gabinja, the
typeface invented around that time . • 64 The problem, however, was that
300,000 volumes of paper were required to print the lengthy books. The day
after ordering the book’s printing, King Sejong proposed the following as a
means to solve the paper shortage:
[His Highness the King] ordered the production of paper for the printing of

Jachi tonggam , in which Jojiso was assigned 50,000 volumes, Gyeongsangdo 105,000, Jeolla-do 78,000, Chungcheong-do 33,500, and Gangwon-do
33,500 for a combined 300,000 volumes. In his royal edict, the king also
said, “Obtain the paper mulberries by exchanging them with the rice stored
in the state coffers, and have Buddhist monks work on production but
provide them with food and clothes. Mugwort stems, barley stalks, bamboo
sheaths, and hemp stalks are things easy to come by. So by mixing these
materials and paper mulberry at a 5:1 ratio in paper production, the paper
will not only prove more durable but also be more fit to print books and
require fewer paper mulberries.” • 65

To alleviate the high demand for paper, King Sejong not only mentioned
Jojiso but also the existing method of assigning paper production to regional
areas as well as describing paper materials in detail.
By paper production quota assigned to a region, Gyeongsang-do occupied
35 percent of overall output, followed by Jeolla-do, Jojiso, Chungcheong-do
and Gangwon-do. Among them, Jojiso accounted for 17 percent. The office’s
role expanded from its initial duty to produce standardized paper made from
mulberry bark for use in paper money (jeohwaji ) to the production of paper
for Ming tribute (jinheonji ), as well as cover a considerable volume of paper
for book publishing (chaekji ) through the time of King Sejong’s reign.
Judging from the king’s order to obtain paper mulberries by exchanging
• 64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65, Day 16, Seventh Month, Sixteenth Year of Sejong (1434).
• 65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65, Day 17, Seventh Month, Sixteenth Year of Sejong (1434).

them with rice stored in the state coffers, Joseon apparently suffered a
serious shortage of paper mulberry. A notable mention in the royal edict
was the production of baehapji , which was made by mixing plant materials
easy to obtain such mugwort stems, barley stalks, bamboo sheaths, or hemp
stalks, with paper mulberry at a 5:1 ratio.
Including the output of paper for book publishing, the biggest issue in paper
production was the method of assigning production to regions. In spring
and autumn 1446, two appeals were made to abolish this method. • 66 The
continuation of the discussion appeared in one of the two appeals made to
King Munjong when he ascended to the throne in 1450:
Former prefect Yi Ungyeong responded to an appeal to the king by
saying, “Paper for book publishing presented to the king from regions are
manufactured at regional dohoeso (municipal office) established in each
region. As the number of paper mulberries and soldiers are assigned
to each local government office for paper manufacturing, workers must
gather and work at a dohoeso for several months. Fathers and sons or

each region every year. Fifteen thousand volumes of chaekji covered by
regional assignment each year was a number far higher than those of
jeohwaji and jinheonji . As meeting the desired supply volume became too
difficult, paper production in each region was regulated by using materials
more easily obtainable. Paper made from barley straws or willow trees in
Gyeongsang-do, that made with oat straws or willow trees in Jeolla-do, that
made with hemp stalks in Chungcheong-do, and that made with willow trees
in Gangwon-do are examples.
Paper producti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initially required assigning
a quantity to each region and then collecting taxes from residents of
corresponding regions. Dohoeso was the office in charge of that job but
financing the paper supply with taxes clearly faced limits as demand
for paper continued to increase. The Joseon royal court thus referred to
foreign case studies and produced paper for books by reorganizing Jojiso,
with an unsatisfactory outcome. As the existing method of assigning paper
production to regions continued to cause harmful effects, King Munjong (r.
1450–52) even adopted a policy to reduce the volume of paper tribute.

brothers must take turns working at a dohoeso bringing their food, which
incur great difficulty in their comings and goings. I hope that the paper
for book publishing to be presented to the king is manufactured at Jojiso
in Seoul and the period of bestowing chaekji to government official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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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to five to six years to stabilize the people’s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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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This document raises understanding of the method of assigning production
to provincial areas through dohoeso and its harmful consequences. In
particular , the author proposes as an alternative that Jojiso supervise
chaekji production. Uijeongbu (State Council) expressed resolute opposition
to this appeal, and officials agreed to halve production while maintaining
the method of assigning chaekji production to select areas as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Following the council’s opinions, the king’s
final decision was conveyed to Yejo (Board of Rites), which was as follows:
Thereupon, [His Highness the King] said in his royal edict, “So far, the
paper types for use in book publishing presented to the king annually
numbered 6,500 volumes from Gyeongsang province; 4,500 from Jeolla
province , and 2 , 000 from both Chungcheong and Gangwon provinces.
From now on, Gyeongsang will present 2,000 volumes of paper made from

5. Conclusion: Japchoji During Printing Revolution
The Joseon policy to diversify paper materials, which began from the reign
of King Sejong, started to bear fruit over time. Higher paper output through
such diversification was a tremendous help in meeting national paper
demand such as for book printing and tribute to Ming. This breakthrough
also lessened the suffering of commoners mobilized for paper production.
By the time confidence peaked for producing baehapji , or paper made
with mixed plant materials , japchoji appeared , or a type of paper with
mixed materials. While baehapji was a quality-grade paper in which paper
mulberry and other materials were mixed in a certain ratio , japchoji
was a mixed paper made with paper mulberry, cut grass, and tree bark
whose sources were not clearly known. • 69 In other words, japchoji was
characterized by the unidentifiable nature of the materials mixed with
paper mulberry, the result of efforts by the Joseon royal court to control the
production of high-end paper and reduce harm to its people. • 70 In addition,
the court compensated for the decline in paper quality by minimizing the
process of using oyster lime in paper production to lighten the burden of
commoners. • 71

barley straws and 2,000 made from willow trees; Jeolla 2,000 made from

This proved to be valuable data on the volume and materials assigned to

As a result, the paper produced through this process was of extremely low
quality. The following record tells of the quality of paper made with weeds:
“When the paper made from weeds was first used, people found it rather
difficult. However, the government was so determined to ease the people’s
burden that King Sejo ordered Saheonbu (Office of Inspector General) to

• 66 T
 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Book 112, Day 30, Fourth Month, Twenty-eighth Year of Sejong (1446).

• 69 T
 he Veritable Records of King Danjong , Book 11, Day 21, Sixth Month, Second Year of Danjong (1454).

• 68 T
 he Veritable Records of King Munjong , Book 4, Day 10, Tenth Month, Accession Year of Munjong (1450).

• 71 T
 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 , Book 10, Day 12, Twelfth Month, Third Year of Sejo (1457).

oat straws and 2,000 made from willow trees; Chungcheong 1,000 made
from hemp stalks; and Gangwon 1,000 made from willow trees. The rest
will be exempted.” • 68

Veritable Records of King Munjong , Book 4, Day 10, Tenth Month, Accession Year of Munjong (1450).
• 67 The


• 70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 Book 8, Day 14, Eighth Month, Third Year of Sejo (1457).

impeach government officials who used high end-paper made with paper
mulberry instead of the ones made with weeds. • 72 ”

Japchoji was used not only to publish books but also produce official
documents , including those presented to the king . After the demise of
King Sejo, who aggressively enforced the use of japchoji , followed by the
succession of King Yejong and King Seongjong, opinions arose in the court
over the disadvantages of using paper made of weeds. • 73 Though japchoji
reduced the burden of commoners mobilized to make paper, documents
created with the material virtually had no durability, often disintegrating into
fragments, getting torn, or easily coming apart.
Nevertheless, many metal type books printed since the time of King Sejo
in the fifteenth century were made with this paper. In form, books of this
period were below par and the paper was the worst. Metal types and books
became smaller, and using paper created by piecing together offcuts were
not un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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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the development of a writing system and printing technology enabled
the sharing and spreading of knowledge, another problem was the immense
suffering of the people due to paper production, which formed the material
basis of social advancement. Leading Joseon figures like King Sejong, who
invented hangeul to alleviate his people’s reliance on Chinese script, opted
to forgo beautiful books and high-end paper and chose more cheaply made
books using paper derived from weeds. A historical paradox thus ensued in
that the Joseon version of the printing revolution was completed by books
written on japchoji , a paper considered to have the lowes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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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T
 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 , Book 13, Day 23, Seventh Month, Fourth Year of Sejo (1458).

• 73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Yejong , Book 8, Day 4, Tenth Month, First Year of Yejong (1469);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ongjong , Book 34, Day 23, Ninth Month, Fourth Year of Seongjong (1473).

발표 1

조선전기에 있어서 문자, 인쇄 그리고 종이

1. 여는 글

1443년 한글 창제로 우리말의 문자화가 실현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은 마땅한 표기 수
단이 없어서 일상생활은 구어로 하고 이를 표기할 때는 한자(漢字)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생

박준호

근자에 명(明)에서 편찬한 『강목통감집람(綱目通鑑集覽)』을 보니 자못 소략하고 빠진 부분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3

이 있으며, 또 구(句) 아래에 협주(夾註)를 하지 않고 매 권(卷) 끝에 주(註)를 붙여서 열람

최근 무덤에서 발굴된 한글 편지 • 4 는 1490년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조차 일상생활에서

하기도 불편하였다. 따라서 나(서거정)는 우리나라의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가 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또한 16세기에 작성된 한글 편지는 수백 점에 이를

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또 『자치통감훈의』가 만들어 진 것은 1436년이고 중국의 『강목

정도로 많은 수량이 전국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다. • 5 이와 같은 사실은 소통의 매체로써 한

통감집람』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니, 중국에서 『강목통감집람』을 편찬할 때에 우리

글이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입증한다.

나라의 『자치통감훈의』를 보았더라면 반드시 크게 탄복하였을 것이다.

•1

그러나 더 큰 변화는 국가가 주도한 한글 번역 사업에 있다. 한글 창제 이전까지 종교·사
상·역사·문학·의약 등 모든 지식에 관한 결과물은 한자에 담겨져 전승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조선 전기 저명한 학자이며 문장가였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그의 저서 『필원
잡기(筆苑雜記)』에서 『자치통감훈의』를 평가한 글이다.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계층을 제외하면 그 내용을 공유하기란 쉽지 않았다. 비록 이
두(吏讀)와 같은 차자(借字) 방식으로 번역을 시도한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온전한 내용을 전

『자치통감훈의』는 세종(世宗, 재위 1418-1450)과 집현전(集賢殿)의 학자들이 1434년 6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월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6월에 완성한 책으로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주석서
이다. 유교적인 이상 정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던 세종은 『자치통감』과 같은 역사서를 통해

한글 번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초창기
한글 번역 자료인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서 역대 군왕의 선례를 참고하여 정치의 바른 길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치통감』은 중국의
역사를 방대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세종은 여러 학자

① 또 정음으로써 한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노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 6

들과 『자치통감』의 내용을 풀이하는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물이 『자치통감훈의』이다.

② 두 책을 합하여 『석보상절』을 만들어 이루고, 정음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쉬이 알게 하여 • 7

서거정은 중국에서 간행한 『강목통감집람』과 비교하여 『자치통감훈의』의 자세한 내용과
이용에 편리한 구성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우리는 15세기 어느

③ 서천의 글자로 된 경이 높이 쌓였으매 볼 사람이 오히려 읽고 외기를 어려이 여기지만,
우리나라 말로 옮겨 써서 펴면 들을 사람이 다 능히 크게 우러를 것이니 • 8

집현전의 학자가 가졌던 문화적 자부심을 접할 수 있다.

15세기 조선은 특별했다. 피로 물들었던 왕조 개창의 정치적 대립이 일단락되면서 다양
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다. 이는 새 왕조의 문화적 자부심에서 나타난 산물이었
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라면 주저할 것 없이 한글 창제를 꼽을 수 있다.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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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시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어 종이와 같은 서사재료

이미 한글 창제 직후부터 세종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소학(小學)·사서(四書)·오경

(五經) 등의 유교 경전에 대한 번역을 시도하였다. • 9 그러나 압도적인 번역 대상이 되었던 것
은 불교 경전이었다.

(書寫材料)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록의 수단으로써 한글은 필사 혹은 인쇄의 방식

가장 먼저 시도된 한글 번역서는 『석보상절(釋譜詳節)』이다. 1447년 수양대군(首陽大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한글 창제와 동시에 한글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것은 필연

君, 훗날 세조, 1417-1468)은 세종의 명으로 『석보상절』을 편찬하였다. 소헌왕후(昭憲王后,

적인 결과였고, 그 인쇄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재료가 요구되는 바, 특히 종이는 다른 무

1395-1446)의 명복을 빌기 위해 쓴 석가의 일대기로 내용 중에는 『법화경』과 같은 주요 불

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였다.

경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 이를 본 세종은 석가의 공덕을 달에 비유하여 『월인천강지곡(月

우리 역사에서 ‘인쇄혁명’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분명 주저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印千江之曲)』(1447)을 지었다. 이후 세조(世祖, 재위 1455-1468)는 아들 의경세자(懿敬世

그 개념은 구텐베르크와 그 시대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서구 인쇄사와 근대화의 과정을 우리

子, 1438-1457)가 요절하자 대군 시절에 지었던 『석보상절』과 세종의 『월인천강지곡』을 수

044

역사와 등가로 설명하는 것은 편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부정하고 싶은 식민지시대가 자리하

정하고 합편해서 『월인석보(月印釋譜)』(1459)를 간행하였다.

045

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불경의 간행은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이루어졌다. 간경도감은 세조가 불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표에서는 ‘조선식(朝鮮式)’이라는 표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

을 간행하기 위해 임시 설치한 관청으로 1461년에 세워져서 1471년에 폐지되었다. 11년

른바 조선식 인쇄혁명이라는 주제로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혁명의 핵심 내용은

동안 간경도감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인쇄된 수십 종의 불경을 간행하였는데, 그 중에

문자화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다. 그리고 문자는 당연히 한글이다. 국어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
는 한자(漢字)를 고수하는 한에 있어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은 요원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3
•4

2. 문자

무릇 중국 문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일상의 말까지 모두 쓸 수가 있으며 문자는 비록 간
단하지만 전환이 무궁하다. 이 문자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1
•2

•2

“近見今皇朝所撰綱目通鑑輯覽, 頗有疏漏處. 又不夾註於句下, 以附於每卷之末, 觀覽亦不便.

臣妄意當以我朝訓義爲第一. 且訓義之成, 在正統丙辰, 而輯覽之成在近日, 當中國輯覽之時, 見我國訓義,
則必歎賞不暇矣.” (徐居正, 『筆苑雜記』 卷1.)

『世宗實錄』 卷102, 1443년(세종 25) 12월 30일.

고문서(古文書)는 ‘발굴’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지만, 유독 현전하는 한글 편지 중에 시대가 이른 자료는 무덤에서
발굴된 것이 대부분이다. 살아생전의 기억을 전하며 관에 넣어둔 편지도 있고, 입관(入棺) 과정에서 충전물로 사용된
것도 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는 1490년대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이 그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로

이달에 임금께서 언문(諺文) 28자를 친히 만드셨다. 그 문자는 옛 전서(篆書)의 모양을 닮
은 것으로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며 그것들을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

姜信沆,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7판), 52-63쪽.

•5
•6

알려져 있다.

황문환,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 역락, 2015, 166-171쪽(자료 일람) 참조.

“ 正音으로ᄡᅥ 곧 因ᄒᆞ야 더 飜譯ᄒᆞ야 사기노니 사ᄅᆞᆷ마다 수ᄫᅵ아라 三寶애 나ᅀᅡ가 븓긧고 ᄇᆞ라노라.” (『석보상절』 서,
6ab.), (『(역주)월인석보』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26쪽.)

•7

“두 글워ᄅᆞᆯ 어울워 釋譜詳節을 ᄆᆡᇰᄀᆞ라 일우고 正音으로 飜譯ᄒᆞ야 사ᄅᆞᆷ마다 수ᄫᅵ 알에ᄒᆞ야” (『월인석보』 서, 12b),

•8

“西天ㄷ 字앳 經이 노피 사햇거든 보ᇙ 사ᄅᆞ미 오히려 讀誦ᄋᆞᆯ 어려ᄫᅵ 너기거니와 우리나랏 말로 옮겨 써 펴면 드르ᇙ

•9

(『(역주)월인석보』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34쪽.)

사ᄅᆞ미 다 시러 키 울월리니” (『월인석보』 서, 23b), (『(역주)월인석보』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40쪽.)

유
 교를 국시로 하였던 조선이지만, 유교 경전의 번역은 16세기 후반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번역을 내 놓을
만큼 유교에 대한 이해가 아직 원숙한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安秉禧, 『國語史 文獻 硏究』,
신구문화사, 2009, 43쪽.)

9종이 한글로 번역된 불경이었다.

태종은 기존 목판 인쇄의 고비용 구조에 따른 서적 인쇄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속활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후에도 초기 한글 문헌의 주류는 불경 번역본이었다. 다만 교화서

자를 만들었다. 다만 금속활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활자의 주조 비용이었다. 이를 해결하지

로 『내훈』(1475)과 『삼강행실도언해』(1471), 기술서로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1466)와

못한다면 목판의 고비용 구조와 다를 것이 없었다. 태종은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주조 비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1489), 역학서로 『이로파(伊路波)』(1492), 시가서로 『두시언해(杜

용을 충당하지 말고 본인과 종친 그리고 훈신 중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갹출하여 마련하도록

詩諺解)』(1481) 등과 같이 차츰 다양한 번역본이 인쇄되었고, 『번역소학(飜譯小學)』(1518)

하고 있다.

을 위시하여 16세기부터는 유학 서적의 번역과 간행이 본격화되었다. • 10

계미자 주조 이후 서적 간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는 문헌 기록이 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글 번역 불경은 지방에서 복각(覆刻)되는 등 널리 활용되었다.

하지는 않지만, 『실록』을 통해서 대강을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활자 인쇄를 주

기본적으로는 불교 교리의 대중적인 전파가 목적이었겠지만, 이와 함께 한글의 보급도 동시

관하는 주자소(鑄字所)의 활자 인쇄 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는 점인데, 이는 세종 연간의 그것

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11

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따라서 목판 인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미자를 만들었

한글 창제로 국어의 문자화가 가능해졌다. 일상을 담을 수 있는 한글로 심오한 교리의

지만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활성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문 종교서를 번역해냄으로써 사람들은 종교에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 한글 창제 직후부터

1420년 세종이 새롭게 만든 금속활자가 경자자(庚子字)이다. 경자자도 앞서 계미자와 같이

계속 추진되었던 유교 경전에 대한 번역 사업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한국을 유교적인 국가

주자발이 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계미자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로 만들 수 있었을까.
삶의 새로운 지평이 한글로 비로소 열렸다. 사람들은 한글로 풀이된 경서(經書)를 공부

주자(鑄字)를 만들어 여러 책을 인쇄하여 영세토록 전할 수 있게 되니 진실로 무궁한 이익

했고, 한글로 쓴 소설을 읽었고, 한글로 쓴 노래책을 만들었고, 한글로 쓴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 된다. 그러나 그 처음에 주조한 자양(字樣)이 미진한 점이 있어서 책을 인쇄하는 이가

한글로 쓴 소송문서를 관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한글문화의 콘텐츠는 양과 질이 풍부해

쉽게 할 수 없는 점을 병통으로 여겼다. 영락(永樂) 경자년(1420년) 겨울 11월에 우리 전

졌다. 공유와 확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글도 인쇄 기술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글꼴의 선
정, 국한혼용 시 선후 배치 등이 제일 먼저 나타난 문제였다.

하께서 생각을 내시어 공조 참판 신 이천(李蕆)에게 명하시어 새로 활자를 주조하게 하였
는데, 자양(字樣)이 극히 정교하고 치밀했다. 지신사(知申事) 신 김익정(金益精)과 좌대언

(左代言) 신 정초(鄭招) 등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고 관장하게 했는데, 7개월 만에 일

3. 인쇄

이 끝났다. 인쇄하는 이가 편하게 여겨서 하루에 인쇄하는 분량이 많게는 20여 지(紙)에 이
르렀다.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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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조선은 인쇄술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기술 개량이 있었다. 그 시작은 1403년 동
(銅)으로 주조된 금속활자 계미자(癸未字)부터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계미자는 조선시대

계미자는 자양(字樣)에 문제가 있어서 인쇄 효율이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속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당시 권근(權近, 1352-1409)이 쓴 주자발(鑄字跋)을

새로 만든 경자자는 자양이 정교하고 치밀해서 인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시

통해서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이 금속활자를 주조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

말하면, 계미자의 자양은 글자가 크면서 가지런하지 못했지만, 새로 만든 경자자는 이를 고쳐

영락(永樂) 원년(1403년) 봄 2월에 전하께서 좌우 신하에게 이르시기를, “무릇 나라를 다

『실록』에는 경자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계미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스리려면 반드시 널리 책을 보아야 한다. 그런 뒤에야 모든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

그런데 자양이 컸던 계미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자자는 자양을 작게 했지만, 작은 글자

서 작고 가지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14

게 하여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공효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로 말미암아 책 읽기가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종은 새롭게 활자 주조를 명하는

우리나라가 바다 건너에 있어서 중국의 책이 드물게 있고, 판각(板刻)을 한 목판은 쉽게 훼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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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며, 또한 천하의 책을 다 출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가 동(銅)으로 활자를 만들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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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대로 필히 인쇄하고 널리 전하여 진실로 무궁한 이익을 삼고자 한다. 그러나 거기에
소비되는 비용을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내가 종친·훈신들 중에 뜻이 있
는 자와 함께 이를 같이하면 거의 성취할 수 있으리라.” 하시었다.

• 12

선덕(宣德) 9년(1434년) 가을 7월에 전하께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천(李蕆)에게 말

씀하시기를, “경이 일찍이 감독하여 만든 주자(鑄字)로 인쇄한 책은 진실로 정교하고 아름
답다. 다만 자체(字體)가 가늘고 빽빽하여 열람하기에 어려우니 다시 큰 글자를 자본(字本)
으로 하여 다시 주소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시었다. • 15

금속활자를 주조하게 된 이유는 모두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중국 책이 드문 것인데, 이
는 중국에서 새로운 책을 입수해도 쉽게 유통할 수 없는 한계를 설명한다. 고비용 구조의 목

이렇게 해서 1434년 새롭게 주조된 금속활자가 갑인자(甲寅字)이다. 갑인자는 자체(字

판 인쇄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판각을 한 목판의 보존성이다. 설혹 많은 비용을

體)의 개량뿐만 아니라 활자를 배열하는 열자(列字) 또는 식자(植字) 방식도 개량하였다. 종

들여서 목판을 만들어 놓아다 치더라도 나무의 특성상 판목의 보존이 어려웠던 것이다. 세 번

전까지는 인판(印版)에 활자를 고정하기 위해서 밀랍(蜜蠟)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밀랍은 인

째는 천하의 모든 책을 출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목판
제작의 고비용에 원인이 있었다.
• 13 “鑄字之設, 可印群書, 以傳永世, 誠爲無窮之利矣.然其始鑄字樣, 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
• 10 安秉禧, 앞의 책, 30-36쪽.
• 11 安秉禧, 앞의 책, 93쪽.

• 12 “永樂元年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 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易以剜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然其供費, 不宜斂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陽村集』

卷22 鑄字跋.)

永樂庚子冬十有一月, 我殿下發於宸衷, 命工曹參判臣李蕆, 新鑄字㨾極爲精緻. 命知申事臣金益精,

左代言臣鄭招等, 監掌其事, 七閱月而功訖, 印者便之, 而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矣.” (『春亭集』 卷12, 跋文,
大學衍義鑄字跋.)

• 14 “世宗又於庚子年, 以所鑄之字大而不整, 改鑄之, 其樣小而得正, 由是無書不印, 名曰庚子字.” (『慵齋叢話』
卷7.)

• 15 “宣德九年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李蕆曰, 卿所嘗監造鑄字印本, 固爲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難於閱覽,
更用大字本重鑄之尤佳也.” (『高麗史節要』 鑄字跋.)

쇄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과도한 비용이었고, • 16 다른 하나는 활자가 쉽
게 움직여서 이를 다시 고정한 후 인쇄하는 데 소요되는 비효율성이었다. • 17

당시 세종과 이천(李蕆, 1376-1451)의 노력으로 활자를 대나무나 나무로 고정함으로

써 인쇄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 18

그것은 정교하게 활자를 주조할

수 있었던 기술로 가능하였다.

4. 종이
15세기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사회 체제가 급속히 재편되었다. 조정(朝廷)에서 추
진하였던 다양한 정책은 백성 중심의 유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었다. 그것을 이끈 것은 유학의
학자적 소양을 갖춘 집현전 소속의 젊은 관원들이었고, 그 정점에는 세종과 같은 군왕이 있었

활자 자체(字體)를 정교하게 하고 열자 방식을 개량함으로써 계미자 때는 하루에 불과
몇 장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에서 경자자 때는 20여 장을, 갑인자 때는 무려 40여 장을 인쇄
할 수 있었다. • 19

다. 한글의 창제, 갑인자를 중심으로 하는 금속활자 인쇄술의 비약적인 진전은 모두 일반 백
성과 더불어 종교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민본(民本) 정신이 함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면서 의외의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

갑인자가 만들어진 직후 세종은 중국에 파견되는 성절사(聖節使) 남지(南智)로 하여금
중국의 금속활자 자체(字體)와 인출(印出) 방식에 대해서 조사해 올 것을 명령하였다.

• 20

이

것은 종이였다. • 24 한글과 같은 문자는 책에 인쇄되거나 문서에 필사되어야만 생명력을 가
질 수 있고, 인쇄된 책이나 필사된 문서는 종이가 있을 때만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 종교와 지

후 중국에서 돌아온 남지는 세종이 구해오라고 지시한 『음주자치통감(音註資治通鑑)』은 가

식을 한글과 책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종이 수요는 증대되었고, 당시 조선의 종이

져왔으나, 활자와 인쇄에 대한 것은 보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특별하게 보고할 내

생산 방식과 생산 능력은 이를 충당하기에 버거웠다.

용이 없었거나 조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뒤에 다시 기술하겠지만, 일본에 사신을
보낸 사례를 보면 특별히 갑인자 자체와 인출 방식을 보완할 만한 내용이 없었을 것으로 보

4-1. 저화지(楮貨紙)

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글 금속활자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 같다. 한글 금속활자가 처음 사용

조선 전기의 종이 수요는 크게 저화지(楮貨紙), 사대용(事大用) 진헌지(進獻紙), 서적 인

된 책은 1447년 간행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다. 당시 한글로 인쇄한 책은 기본적

쇄용 책지(冊紙), 지갑(紙甲) 등의 군수지(軍需紙), 상장(喪葬)의 부지(賻紙) 등 다섯 방향으로

으로 국한혼용이었다. 이 두 책으로 한글과 한자 표기에 대한 선후 관계를 시험하였던 것으로

정리된다. • 25 이 중에서 휴지(休紙)를 재활용하여 만들었던 지갑(紙甲)이나 왕실이나 관료 등

보인다. 『석보상절』은 한자어의 경우 한자를 있는 그대로 표기하고 그 음을 한글로 작게 쓴

특권층에 한정하여 50권에서 150권 정도를 차등 지급했던 부지(賻紙)는 상대적으로 수요의

반면,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어까지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해당 한자어에 대한 한자를 한글

많은 몫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화지, 진헌지, 책지는 사정이 달랐다.

아래에 작은 글씨로 썼다.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을 최초의 한글 전용 문헌이라고도 한다.

• 21

로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저화(楮貨)가 유통되었다. • 26 저화는 종이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글 전용을 최초로 실행한 문헌은 1755년 간행된 목판본 『천

는 각 지방에서 만들어 공납(貢納)한 종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종이

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이다.

• 22

한글 금속활자의 글꼴은 기본적으로 획의 굵기 변화가 없는 전서체(篆書體)의 자형을 따
른다. 전서에 능숙하지 못했던 교서관(校書館)의 관원들을 집중 관리했던 세종으로서는 한
글 금속활자의 글꼴을 전서체로 설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유까지는 문헌 기
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세종은 ‘자방고전(字倣古篆)’을 천명하여 한글 활자의 글꼴을 정하였
고,

• 23

이후 한글 활자는 거의 이에 준하여 주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글 금속활자는 갑인자, 을해자, 경서자, 무신자, 정리자 등 조선시대 내내 주요 한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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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화지부터 살펴보겠다.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는 조정의 강력한 화폐 유통 정책으

그러나 이후 간행된 국한 혼용 서적을 보면 『석보상절』의 표기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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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활자와 함께 주조되어 한글 관련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그것은 애초 지식의 확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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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한글 창제와 그 번역의 목적이 금속활자 인쇄의 목적과 일맥상통하였기 때문이다.

는 제지(製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두꺼움과 얇음[厚薄], 고움과 거침[精麤]

등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 27 특히 일반 사람들이 후지(厚紙)를 선호하면서 후지 생산을 위한

비용 증가와 저화지 납공(納貢)에 따른 백성의 폐해가 있었으며, • 28 같은 저화라도 후지로 만
든 저화만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화폐 유통에 지장이 있었다. • 29

조정은 종이의 후박으로부터 비롯된 저화 유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415년 조지소
(造紙所)를 설치하여 저화용 종이의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조
지소 설치 이후 저화지 생산과 관련한 별다른 문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조지소는 규격
화된 저화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2. 진헌지(進獻紙)
중국의 종이 진상 요구는 고려(高麗) 때부터 있었지만, 그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한 것은 태종 때부터였다. 1407년 순백지(純白紙) 8천 장을 시작으로, • 30 그 이듬해에 다시

순백지(純白紙) 1만 장을 진헌하였다. • 31 같은 해에는 처녀진헌(處女進獻)이라는 말을 차마
쓰지 못해서 대신 지차진헌(紙箚進獻)으로 하며 순백후지(純白厚紙) 6천 장을 진헌하였는데,
• 16 『世宗實錄』 卷11, 1421년(세종 3) 3월 24일.

• 24 종이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기존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박준호, ｢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東洋學』66,

• 18 始者不知列字之法, 融蠟於板, 以字着之. 以是庚子字, 尾皆如錐, 其後始用竹木塡空之術, 而無融蠟之費,

• 25 河宗睦, ｢제지업｣,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13, 296-300쪽.

• 17 『世宗實錄』 卷65, 1434년(세종 16) 7월 2일.
始知人之用巧無窮也.(『慵齋叢話』 卷7.)

• 19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사, 2013, 78-96쪽.

동양학연구원, 2017.)

• 26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49, 조선시대사학회,
2009, 75-83쪽.

• 20 『世宗實錄』 卷69, 1435년(세종 17) 8월 24일.

• 27 『太宗實錄』 卷23, 1412년(태종 12) 2월 21일.

• 22 홍윤표(전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 교수의 교시를 따른다.

• 29 『太宗實錄』 卷23, 1412년(태종 12) 6월 3일.

• 21 安秉禧, 앞의 책, 243쪽.

• 23 박준호, ｢조선 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2011, 4445쪽.

• 28 『太宗實錄』 卷30, 1415년(태종 15) 7월 25일.
• 30 『太宗實錄』 卷13, 1407년(태종 7) 6월 28일.
• 31 『太宗實錄』 卷15, 1408년(태종 8) 4월 6일.

같은 『실록』 기사에는 이전에 이미 2만 1천 장의 종이를 진헌한 바 있다고 기록하였다. • 32 또
한 명사(明使) 황엄(黃儼)의 종이 요구는 아주 집요하여 황제의 뜻으로 사경지(寫經紙) 1만

장을 요구하거나 • 33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1만 장의 종이를 가져간 기록이 있다. • 34 세종
때는 순백후지(純白厚紙) 1만 8천 장과 순백차후지(純白次厚紙) 7천 장을 진헌한 기록이 있
고,

• 35

금은(金銀)의 세공(歲貢)을 면제하는 대신 후지(厚紙) 3만 5천 장을 진헌하였으며,

다시 2만 5천 장을 추가 진헌하였다.

• 37

• 36

태종 재위 기간까지는 이렇다 할 책지 수요의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그나마 전하는 내

용은 해인사의 대장경 인출을 위한 종이를 지방에 분정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이다. • 48

세종 즉위 이후부터는 경자자가 만들어지는 등 인쇄 효율의 증대와 서책 인출의 증가로
태종 때에 비해서 책지의 수요가 많아졌다. 1423년에는 『강목속편(綱目續編)』을 인쇄하기

아마도 실제 수량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록』의 기록만으로 볼 때 1407년

위해 경상도에 1,500권, 전라도에 2,500권의 종이 진상을 명하였고, • 49 같은 해 겨울에는

부터 1424년까지 18년간 15만 장의 고급 종이를 명에 진헌하였다. 명의 종이 요구는 명 황

주자소에서 인출하기 위한 폭이 넓은 장지(狀紙)를 충청도에서 400권, 경상도에서 900권,

제가 구지(求紙)의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 38

이때 요구했던 조선지(朝鮮紙)는 십분

깨끗하고[純潔], 빛이 고우며[光姸], 매우 가는[好細] 백지(白紙)였다.
모 출판 인쇄 사업

• 40

• 39

이는 명 초기 대규

등 종이 수요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도에서 700권을 상납하도록 지시하였다. • 50

1424년 8월 조지소에서는 죽엽(竹葉)·송엽(松葉)·호절(蒿節)·포절(蒲節)의 네 종류 책
지 406첩(貼)을 만들어 주자소에 보냈고, • 51 같은 해 11월에는 호절 208첩과 송엽 22첩을

상품의 진헌지를 다량 생산하는 것은 실로 부담되는 노역이었다. • 41 이미 지방의 종

다시 주자소로 보냈다. • 52 당시 극심했던 종이 생산량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지소를

이 생산량은 할당량을 감당할 수 없었고, 따라서 무리한 생산량 요구에 따른 폐해가 있었다.

중심으로 새로운 제지 방식, 다시 말해서 부족한 닥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원료를 실험하

1410년에는 공사서계(公私書啓), 상장(喪葬), 저화(楮貨), 진헌(進獻)의 용도로 사용할 종이

였던 것이다.

공급을 위해 저전(楮田) 확대를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고 있는데, • 42 조정은 종이 생산의
어려움을 원료 확보의 시각에서 이해하였고 결과적으로 닥나무 식재 등 원료 확보에 정책을
집중하였다.

1420년, 세종은 진헌지 생산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애초 통일화된 저화지 생산을 담당하
였던 조지소를 개편하면서 사대용(事大用) 공문서(公文書)와 진헌지 생산을 전담시켰다. 이는

종이 생산을 지방에 나누어 부담시키는 지방 분정(分定) 방식을 바꾸고자 한 것이었다. • 43

조지소의 종이 생산력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책지의 지방 분정 생산은 계속되었다.

1425년 1월에는 『사기(史記)』 인쇄를 위한 책지를 충청·전라·경상도에 분정하였고, • 53 같은
해 10월에는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성리대전(性理大全)』 인출을 위해 충청도에 3,000첩, 전
라도에 4,000첩, 경상도에 6,000첩의 종이를 분정하였다. • 54
세종은 중국에 성절사로 가는 남지(南智)에게 중국의 활자 인쇄술을 조사하라고 했던 것
처럼, 일본에 통신사로 가는 박서생(朴瑞生)에게는 일본의 제지(製紙) 방법을 조사하라고 명

조지소의 진헌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1426년부터는 조지소가 있었던 장의동(藏義洞)에

하였다. • 55 귀국 후 박서생은 일본의 조지법(造紙法)에 대해 보고하였다. • 56 이때 보고한 일

닥나무를 재배하며 그 수요를 충당하였으나, 증대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듯 추가적인 닥

본 조지법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이듬해 대마도(對馬島)로 사람을 보내서 왜닥

나무 식재를 보고하고 있다.

• 44

고급 진헌지의 조지소 생산 체제는 기존의 지방 분정에 의한

공지(貢紙)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처음에는 남원이나 전주
보다 종이 품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했으나 오히려 지방 종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정도까지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 45

또한 조정도 고급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1년

에 표지(表紙) 163권, 도련지(擣鍊紙) 600권 정도를 절약하였으며, • 46 불필요하게 고급지를

사용한 관료는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 47

이처럼 폐해가 컸던 진헌지 생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되었는데, 그것은 명의 진헌지 요
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수천 혹은 수만 장의 진헌지 생산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4-3. 책지(冊紙)

050

[倭楮]을 구해왔다는 기록을 통해서, • 57 박서생은 왜닥이라는 원료에 주목해서 보고했던 것
으로 추정된다.
대마도에서 왜닥을 구해온 이후 처음에는 일본과 환경이 비슷한 곳을 골라 1434년 경

상도 동래와 강화도에 종자를 심어서 관리하였고, • 58 6년이 지난 1439년에는 충청도·경상
도·전라도에 나누어 심도록 하였는데, • 59 왜지 제작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이후 1447년까지도 왜닥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명하는 기록이 전한다. • 60

조선 전기에 왜지(倭紙)는 전체 종이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1450
년 갑인자로 인출한 『법화경(法華經)』의 김수온(金守溫) 발문(跋文)에 의하면, 세자(世子, 훗
날 文宗)의 종질(瘇疾)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왜닥으로 종이를 만들어
서 『법화경』과 『화엄경』을 각각 33부씩 인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 61 또한 세조(世祖) 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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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太宗實錄』 卷16, 1408년(태종 8) 11월 5일.

• 33 『太宗實錄』 卷22, 1411년(태종 11) 8월 28일.

경지(印經紙) 조달과 관련한 『탑인절목(搨印節目)』에 의하면 왜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 34 『太宗實錄』 卷34, 1417년(태종 17) 8월 3일.
• 35 『世宗實錄』 卷3, 1419년(세종 1) 2월 11일.
• 36 『世宗實錄』 卷7, 1420년(세종 2) 1월 25일.

• 37 『世宗實錄』 卷25, 1424년(세종 6) 8월 18일.
• 38 『太宗實錄』 卷13, 1407년(태종 7) 6월 28일.

• 39 『太宗實錄』 卷16, 1408년(태종 8) 11월 12일.

• 40 錢存訓(저), 김의정·김현용(역), 『중국의 종이와 인쇄의 문화사(中國紙和印刷文化史)』,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275-277쪽.

• 41 일반적으로 여러 장의 종이를 합쳐 도침을 많이 한 두꺼운 종이를 상품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진헌지 1장과 책지
1장의 생산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42 『太宗實錄』 卷20, 1410년(태종 10) 10월 29일.

• 43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都漢城府, 造紙所.
• 44 『世宗實錄』 卷42, 1428년(세종 10) 12월 9일.
• 45 『世宗實錄』 卷49, 1430년(세종 12) 9월 11일.

• 46 『世宗實錄』 卷79, 1437년(세종 19) 11월 26일.
• 47 『世宗實錄』 卷101, 1443년(세종 25) 8월 5일.

• 48 『太宗實錄』 卷25, 1413년(태종 13) 3월 11일.
• 49 『世宗實錄』 卷19, 1423년(세종 5) 2월 5일.

• 50 『世宗實錄』 卷22, 1423년(세종 5) 11월 7일.
• 51 『世宗實錄』 卷25, 1424년(세종 6) 8월 1일.

• 52 『世宗實錄』 卷26, 1424년(세종 6) 11월 2일.
• 53 『世宗實錄』 卷27, 1425년(세종 7) 1월 24일.

• 54 『世宗實錄』 卷30, 1425년(세종 7) 10월 15일.
• 55 『世宗實錄』 卷41, 1428년(세종 10) 7월 1일.

• 56 『世宗實錄』 卷46, 1429년(세종 11) 12월 3일.
• 57 『世宗實錄』 卷49, 1430년(세종 12) 8월 29일.
• 58 『世宗實錄』 卷65, 1434년(세종 16) 8월 3일.

• 59 『世宗實錄』 卷84, 1439년(세종 21) 1월 13일.

• 60 『世宗實錄』 卷118, 1447년(세종 29) 10월 20일.

• 61 “作倭楮紙印華嚴法華各三十三部, 華嚴則木板, 法華則鑄字.” (『妙法蓮華經』(甲寅字本) 卷5, 跋文.)

수 있다. • 62 순왜지(純倭紙)와 교왜지(交倭紙) • 63 가 모두 25,888첩인데, 전체 411,694첩에

서.”라고 하였다. • 67

대해서 대략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세조 때 대장경 인출 사업에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지방 분정을 통한 도회소 생산 방식과 그 폐해를 잘 이해할 수 있

소요된 종이 사용량의 6～7%는 왜지가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종 때부터 시

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조지소를 통한 책지 생산이었다. 이 상소에 대해 의정부(議政

작된 왜닥 식재 정책은 일단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왜닥지[倭楮紙]라는 이름으로 여타의 종이와 종류를 따
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닥과 왜닥의 생장이나 닥피[楮皮] 소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

府)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세종 때 확립된 책지의 지방 분정 생산 방식을 고수
하면서 그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정부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
인 국왕의 결정 사항이 예조(禮曹)에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며, 조선닥에 비해서 왜닥이 원료 확보 등에 더 유리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세종 연간에 책지 수요가 가장 많았던 때는 갑인자가 완성된 1434년 무렵이었다. 세종

이에 예조에 전지 하시기를, “앞서 1년에 진상하는 각색(各色) 책지는 경상도에서 6,500

은 『자치통감 훈의』를 완성하고 그 즈음에 새로 주조한 갑인자로 5～6백 건을 인출하고자

권, 전라도에서 4,500권,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각 2,000권이었다. 지금부터 매년 경상도

하였다. • 64 그러나 방대한 『자치통감 훈의』를 인출하기 위한 30만 권의 종이가 문제였다.

인출의 명이 있었던 그 다음날 세종은 종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다.

에서는 모절지(麰節紙)·유목지(柳木紙) 각 2,000권, 전라도에서는 호정지(蒿精紙)·유목지
(柳木紙) 각 2,000권, 충청도에서는 마골지(麻骨紙) 1,000권, 강원도에서는 유목지(柳木

紙) 1,000권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모두 견감(蠲減)하라"고 하셨다. • 68

『자치통감』을 인출할 종이 5만 권은 조지소, 10만 5천 권은 경상도, 7만 8천 권은 전라도,

이 내용은 매년 지방 분정하는 책지의 수량과 종이 원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3만 3천 5백 권은 충청도, 3만 3천 5백 권은 강원도, 합하여 30만 권을 만들라고 명하시

된다. 매년 지방 분정으로 충당했던 책지의 수량 1만 5천 권은 저화지나 진헌지에 비해 압도

고, 전지(傳旨)하시기를, “닥[楮]은 국고(國庫)의 미(米)로 교환하여 확보하고, 경내의 승인

적으로 많은 수량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본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종이 원료

(僧人)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되, 의복(衣服)과 음식(飮食)을 주고, 호절(蒿節)·모맥절(麰麥
節)·죽피(竹皮)·마골(麻骨) 등은 확보하기 쉬운 물건이므로, 이것 5분(分)마다 닥 1분을 섞

어서 종이를 만들면, 지력(紙力)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책을 인출하기에 적합하고, 닥도

에 의한 종이 생산을 규정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경상도는 모절지·류목지, 전라도는 호정지·
류목지, 충청도는 마골지, 강원도는 류목지가 이에 해당된다.
조선 전기 종이 생산 방식은 일정량을 지역별로 할당하여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셨다. • 65

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있었던 곳이 도회소(都會所)였다. 종이 수요

막대한 종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조지소는 물론이고 기존 지방 분정 방식에, 종이 원

래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조지소를 개편해서 책지를 만들게도 하였지만, 그

는 계속 늘어나는데 백성의 세금으로만 종이를 충당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료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속적인 지방 분정 생산에 따른 폐해가 쌓이자

지방에 분정된 종이 생산 비율을 보면, 경상도가 전체 생산량의 35%를, 그 다음으로 전

문종(文宗, 재위 1450-1452)은 종이 공납 수량을 줄이는 정책까지 선택한 것이다.

라도, 조지소, 충청도, 강원도 순서로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지소가 전체 생산량의 17%를
담당하고 있다. 조지소의 역할이 처음에는 균일한 품질의 저화지 생산에서 명에 대한 진헌지 생

5. 닫는 글 – 인쇄혁명 시대의 잡초지(雜草紙)

산으로 확대되고, 세종조에는 상당한 수량의 책지까지 담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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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종이 원료에 관한 것이다. 국고의 쌀로 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

세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료(紙料) 다양화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공적인 단계

시 닥이 많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호절·모맥절·죽피·마골 등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료 다양화를 통한 종이 생산량 증대는 서책 인출과 진헌지

재료를 5:1의 비율로 닥과 배합하여 만든 배합지(配合紙)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충당과 같은 국용(國用)의 종이 수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종이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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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지 제작을 포함하여 당시 종이 생산에서 가장 큰 현안은 지방 분정에 의한 생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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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1446년에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종이를 진상해야 했던 지방 분정 생산 방식의

배합지 생산에 대한 자신감이 고조되었을 즈음 잡초지(雜草紙)가 나타난다. 잡초지도 사

이러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는데, 1450년 문종즉

실상의 배합지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배합지가 닥과 여타 종이 원료를 일정하게 배합한 양

폐지를 요청하는 상소가 있기도 하였다.

• 66

위년에 다음과 같은 상소가 있었다.
전 현감 이운경이 상소하기를, “외방에서 진상하는 책지는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하여 만
들고 있습니다. 닥[楮]과 군인(軍人)을 각관(各官)에 분정(分定)하고는 도회소에 모아서 여
러 달 입역(立役)시키니, 부자 형제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입역을 교대하므로 왕래하는 어
려움이 매우 큽니다. 신은 원컨대, 진상 책지를 경중(京中)의 조지소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각품(各品)이 수사(受賜)하는 책지는 5～6년을 기한으로 감면하여 민생(民生)을 쉬게 하소

동원되었던 백성의 고초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였다.

질의 종이였던 것에 비해서 잡초지는 구체적인 원료를 알 수 없는 초절목피(草節木皮)와 닥
이 혼합된 종이였다. • 69 다시 말해서 잡초지는 닥과 혼합되는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특
징이며, 이는 고급 종이 생산을 억제하여 민폐를 줄이려고 하였던 조선 조정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였다. • 70 심지어 조정은 민폐를 더 줄이기 위해 종이 생산 단계에서 여회(蠣灰)를 쓰는
공정까지도 단축시키면서 종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하였다. • 71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품질이 매우 나빴다. ‘처음에 잡초지를 사용하니 사
람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였다.’(初用雜草紙 人多以爲難)는 문헌 기록으로 잡초지의 품질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폐를 줄이겠다는 조정의 입장은 확고하여 세조는 사헌부에 전지

• 62 吳龍燮,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年間 大藏經 印出｣, 『書誌學硏究』30, 한국서지학회, 2005, 328-332쪽.

• 63 당시 기록에 왜지(倭紙)는 순왜지(純倭紙)와 교왜지(交倭紙)로 구분되고 있다. 순왜지는 다른 재료를 섞지 않은

순수한 왜닥지를, 교왜지는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배합 왜닥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록』 등에 닥과 다른

재료를 ‘섞는다’ 또는 ‘배합한다’는 의미의 한자로 ‘交’자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배합지는 보편적인 제지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 64 『世宗實錄』 卷65, 1434년(세종 16) 7월 16일.
• 65 『世宗實錄』 卷65, 1434년(세종 16) 7월 17일.

• 66 『世宗實錄』 卷112, 1446년(세종 28) 4월 30일.

• 67 『文宗實錄』 卷4,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 10일.
• 68 『文宗實錄』 卷4,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 10일.
• 69 『端宗實錄』 卷11, 1454년(단종 2) 6월 21일.
• 70 『世祖實錄』 卷8, 1457년(세조 3) 8월 14일.

• 71 『世祖實錄』 卷10, 1457년(세조 3) 12월 12일.

하여 잡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고급 닥종이를 사용하는 관원에 대한 탄핵을 지시하였다. • 72
잡초지는 책지는 물론이고 계본(啓本)을 포함한 경외문서(京外文書)까지 사용되었다. 그
러나 잡초지 정책을 확고히 수행하던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과 성종이 그 뒤를 이으면서 잡초

지 사용의 폐해를 문제 삼는 의견이 조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 73 비록 잡초지를 통해서
종이를 만들어야 했던 백성의 폐해는 줄였을지언정 잡초지로 만든 문서는 사실상 내구성이
없었던 것이 큰 문제였다. 쉽게 잔결되거나(易致殘缺) 찢어지고 탈락되는(多至裂破脫落)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세조 때부터 인쇄한 많은 금속활자 인본은 잡초지로 만들어
졌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당시 책은 평균 이하였다. 종이는 최악이었다. 활자와 책은 작아졌
다. 자투리를 이어 붙인 종이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비록 문자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
본적인 종이 생산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한자(漢字)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세종과 같이 보기 좋은 책과 고
급스러운 종이를 버리고 잡초지로 만든 헐거운 책을 선택하였다. 너무도 역설적인 상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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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았지만, 조선식 인쇄혁명은 가장 형편없는 잡초지 책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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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世祖實錄』 卷13, 1458년(세조 4) 7월 23일.

• 73 『睿宗實錄』 卷8, 1469년(예종 1) 10월 4일. ; 『成宗實錄』 卷34, 1473년(성종 4)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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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and Knowledge Production in Egypt and the
Arab World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rinting emerged as a magic wand that completely altered different aspects
of the nature of Arab and Islamic societies , rendering knowledge more
easily accessible and widespread at a time when copying, oral stories, and
acquired expertise were the key tools of transferring knowledge. Printing,
on the other hand, made it possible to have hundreds of book copies, and
provided new information, jobs and crafts, and worlds that never existe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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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development in this context in a country such as Egypt is the
growing need for a new educational system that reaches beyond traditional
religious education. Consequently, a number of Madaris Nezamiyeh (Formal
Schools) directly run by the state emerged. For centuries, education was only
provided at mosques and schools in the form of study circles moderated by
scholars. Al-Azhar –The highest Religious Institution in the Islamic Worldis considered a frame of reference for this model. Education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s were funded by the civil society through endowments ,
which provided the funding needed for the educational process through
allocating the revenues of agricultural lands and commercial and industrial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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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in Egypt is linked with the emergence of the modern centralized
state in the 19th century, for Muhammad Ali Pasha— the Founder of Modern
State in Egypt— established the printing industry in its current form. This
was execu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odernization of Egypt— an era
in which effendis (elite intellectuals) emerged and traveled on educational
missions to Europe, specifically France and Italy. Concurrently, schools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ere established , especially during the
reign of Khedive Ismail which also witnessed the emergence of journalism
in a different form than it used to be during the reign of Muhammad Ali
Pasha— a time when Al-Waqa'i' al-Misriyya (Egyptian Events) newspaper
was the official gazette of Egypt. Under Khedive Ismail’s rule, journalism as
a profession started communicating and reporting the latest international
news, expanding Egyptians’ knowledge of the world, and even made satire
and the criticism of authority a means of rectifying the government. One
of the most prominent examples of such publications is Abou Naddara
magazine. As a result, the ruler’s absolute power over the country became
subject to criticism ; economic , cultural , and political movements and
developments arose; and even the formation of the Egyptian government,
parliament, and other political bodies were influenced by the awareness
created by the press as a demand of the Egyptian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s matters and power.
The transition caused by journalism is mainly manifested in the
emerging notion of transferring knowledge to Egypt — represented in
identifying scientific developments and, consequently, the impact of these
developments on communities, for both Egyptians and foreigners presented
their expertise in this field. Within this context, we should highlight Rawdat

al Madaris magazine, which was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hedive
Ismail and remained in production later on. The first issue of this bimonthly
magazine was published in 1870. Rawdat al Madaris focused on literary
culture and simplifying knowledge in the fields of applied sciences and
engineering. Each issue included a chapter from a book or two. It is also
considered the true origin of magazines, and their cultural role in the rise
of a number of writers that specialized in simplifying various forms of
knowledge.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issue of Al -Waqa'i' al -Misriyya in 1828,
journalism had been focused on communicating orders and reporting
decisions and official occurrences. However, Rawdat al Madaris introduced
the art of opinion articles, discussing the hopes and dreams of the Egyptian
people and criticizing current affairs. Subsequently, opinion writers throve
and journalism welcomed and supported new art forms, such as plastic
arts and sculpting. With the rise of the art of photography, photos became
a crucial aspect of journalism. This gave Al-Musawar (The Photographer),
first issued in 1924, a prominent status and presence in the lives of many
Egyptians. Visual knowledge thus became an integral part of the Egyptians’
general comprehension, until they grew accustomed to it when displayed on
the streets, such as visual depictions of Saad Zaghloul, Muhammad Abduh,
and Ahmed Shawqi (The Prince of Poets/ Poet Laureate). This development
caused a broader and more reprehensible knowledge of international
figures and current affairs, depicted through visual form.
When Bulaq Press was founded in 1821, there was a significant growth
in the number of published books, which was also linked to a hunger for
knowledge among Egyptians. Therefore, the printing press’ first publication
was an Italian - Arabic dictionary entitled Dizzionario italiano -arabo by
Raphael Zakhur [also known as Don Raphaël de Monachis], and it was
followed by French - Arabic and English - Arabic dictionaries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This indicated that Egypt was starting to focus on
translating European books, including The Elementary Code of Medicine
by Francesco Vacca in 1863. Expats living in Egypt were also encouraged to
author scientific and educational books to aid Egyptians, especially in the
field of agriculture. One of the outcomes of said endeavors is Fertilizers in
Egypt and the Frailty of Agricultural Soil by William McKenzie and George
Fuden, published in 1898. The publishing industry in Egypt also produced
several reports that unravel Egypt’s point of view regarding a number of
issues , such as William H . McLean ’ s City of Alexandria Town Planning
Scheme published in 1921.
The rise of typewriters in Egypt posed a great threat to the span of printing,
publishing, and intellectual production due to the absence of typewriters
with Arabic letters. Typewriters with Latin letters were the first to appear,
for Latin letters are few and written separately. On the other hand, Arabic
letters are numerous, amounting to hundreds of characters and symbols,
and it was thus unlikely for someone to invent an Arabic typewriter. That

was until photographer Selim Haddad successfully invented one.
However , A number of obstacles hindered manufacturing an Arabic
typewriter:
1 - Arabic letters are written in many forms, for their shape changes
depending on their placement in the word and how they are
linked to the letters preceding and succeeding them, amounting
the number of Arabic letters to around 900 letters.
2 - The different thickness of Arabic letters.
3 - Arabic letters are linked together on more than one horizontal
line.
Therefore, manufacturing an Arabic typewriter was challenging. However,
Selim Haddad reduced the number of Arabic letters to only 53 that can be
used to write the entire Arabic alphabet, and organized the keys in a pattern
that makes the typewriter easy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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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the Works of Bulaq Press, the First Printing
Press in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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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ations of Bulaq Press were characterized by precision and
versatility of topics ; instead of focusing on a particular subject , the
publications varied and were greatly inclusive of all fields and issues .
However , it is noteworthy that the publishing policies were influenced
by the personality of the ruler, as well as his orientation, beliefs, culture,
background and upbringing. For instance, Muhammad Ali Pasha believed
that the press achieved his goals through printing war and military books for
Egyptian soldiers— the military was his key priority. Abbas Helmy I believed
that the Bulaq Press was a source of expenditure that failed to achieve
substantial revenue. Hence, he decided to shut it down, and it remained
closed under the rule of Said Pasha, until he donated it to Abdel Rahman
Roushdy Pasha, setting the path to the publication of various and diverse
publications. When Khedive Ismail bought the Bulaq Press, its publications
and business greatly prospered, and they were distributed around Arab
countries and even reached Astana . The Bulaq Pres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printing exhibitions, including expositions held in Paris and
Vienna, and most of its publications were books on culture, art, literature,
philosophy, and religion instead of the military and war.
We can present a brief assessment of the Bulaq Press publication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 The establishment of Bulaq Press by Muhammad Ali Pasha was
concurrent with the educational and student missions he sent to Europe.

One of the most eminent and pioneering members of said missions is Rifaa
al-Tahtawi, the founder of the Faculty of Languages (Al Alsun) in Cairo.
Second: Bulaq Press was founded in 1821, and its oldest publication is
Dizzionario italiano-arabo by Raphael Zakhur in 1822. The following year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19th century), most translated books were in
the fields of medicine, health, agriculture, and engineering.
Third: Bulaq Press ventured into printing large publications, including ones
that were divided into 30 volumes, such as Tafsir al -Tabari ; 20 volumes,
such as Al-Aghani and Lisan al-Arab ; and numerous other publications that
included from one to over 10 volumes.
Fourth: Bulaq Press was keen on including the original comments in the
margin or annex of at least one book of its publications, and was thus a
pioneer of this technique.
Fifth: The printing press had the best management, editing, and revision, as
it was run by high caliber and elite figures, the most prominent of which was
Hussein Pasha Hosni. He was appointed at the Amiri Press in 1851 (AH 1268)
as a an administrator and Turkish language editor at Al-Waqa'i' al-Misriyya
newspaper, and in 1874 (AH 1291), he became the managing director of
Bulaq Press. He traveled with Khedive Ismail in 1875 (AH 1229) to see the
International Exposition of Paris then toured a number of countries around
Europe, including Austria and London, to learn about their production of
printing press machinery and bought some of them. He traveled to London
again in 1884 (AH 1302) and brought back a paper factory that was also
founded by the Nile in Bulaq district near the Press and produced quality
paper.
The Bulaq Press editors and proofreaders were students from Al -Azhar,
trained specifically for these tasks for approximately six years. Sheikh Nasr
al-Hurini was appointed as the editor-in-chief, which is significantly evident
of how Al-Azhar dominated and managed the press and made sure its works
were representatives of proper Arabic.
Sixth: One of the drawbacks of this phase of the publishing process is
that scholars who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editing the books and
supervising their production did not mention the original manuscripts and
sources they relied on to publish their work. Consequently, we do not know
the complete history or description of the sources that set the foundation of
many key heritage books produced during that time. This issue eventually
resulted in the inclusion of a brief description of original sources within
some later publications. For example, in the annex of the Lisan al -Arab
edition printed in 1882–1890 (AH 1300–1308), editor Sheikh Muhammad alHusseini stated that this edition was written and based on Ibn Manzur’s
edition , which was in the possession of Sultan Al- Ashraf Barsbay , and
another copy from the library of Raghib Pasha in Istanbul.

Seventh: Although Bulaq Press was a governmental printing press founded
by Muhammad Ali Pasha and was later managed by his sons and grandsons,
not all its productions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Several individuals
and groups funded various of the Press’ publications and prints.
Soon after, the number of printing presses in Egypt grew rapidly. This stirred
a massive movement i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in printing works in
Arabic, English, and French, and resulted in establishing some of the most
renowned printing presses in the country, such as several foreign printing
presses. The first foreign printing press in Cairo was Imbelloni printing
press founded in 1842 . The existence of this printing press is verified
by information stated in the Abdeen Palace historical documents. The
government used to print francophone books for the students of Al Alsun
and other private schools there. Imbelloni printing press was probably shut
down either during the last few years of Muhammad Ali Pasha’s reign, or
under the rule of Abbas Helmy I.
In 1844 (AH 1261), the Castelli printing press in Cairo was founded and
printed Arabic books, such as Diwan al -khutab al -saniyah lil -juma ’ al Husayniyah by Sheikh Mustafa al-Bulaqi al-Burullusi. The Vincent Penasson
printing press was the first large printing press to be established in
Alexandria. Vincent Penasson was a French typist from Corfu Island.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in 1857, his printing press had taken great leaps of
development, and its ownership passed on to his sister after hi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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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ine Morris founded his printing press in Alexandria around 1860. He
brought the first automated printer in Egypt and called his establishment
The French Printing Press of Alexand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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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at, Maurice partnered with two of his colleagues, Ry and Raviolo,
and the printing press was thus called “Morris and Co.”. The name changed
for a second time to “Antoine Morris and Co.” after Ry traveled, and it was
eventually changed to “The French Printing Press – Antoine Maurice” after
Raviolo’s death.

19세기와 20세기 이집트와 아랍지역의 인쇄 및 지식생산

발표 2

칼레드 아잡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인쇄는 복사, 구전 이야기, 습득된 전문성이 지식을 전하는 주된 도구였던 시기에 아랍

데 이는 이집트인들이 느끼는 지식에 대한 갈망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랬기에 이 출판사

과 이슬람 사회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지식을 더 쉽게 접근·전파 가능하

의 첫 출판물은 라파엘 자크후르[Raphael Zakhur (Don Raphaël de Monachis 로

게 하는 마법의 지팡이로 부상했다. 또한, 인쇄 덕분에 사람들은 수백 권의 책 사본을 보유하고,

도 알려짐)]가 『Dizzionario italiano-arabo』라고 이름 붙인 이탈리아어-아랍어 사전이

새로운 정보, 일자리, 기술, 그리고 나아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을 얻게 되었다.

었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어-아랍어 사전과 영어-아랍어 사전이 19세기와 20세기에 편찬

이러한 배경 하에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종교교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

되었다. 이는 이집트가 1863년 프란시스코 바셍(Francesco Vaccain)이 저술한 『의학

육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 결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다리스 네자미에

의 기초(The Elementary Code of Medicine)』 등 유럽서적 번역에 중점을 두기 시작

(Madaris Nezamiyeh )(공식학교)가 많이 생겼다. 수 세기 동안 이슬람 국가의 교육은 학

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집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집트인들을 돕기 위해 과학과 교

자들이 주관하는 연구모임의 형태로 이슬람 사원과 학교에서만 제공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육 서적을 저술하도록 권장되었는데, 특히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고 종교기관인 알 아즈하(Al-Azhar)는 이 모델의 참조 틀로 여겨진다. 교육과 교육기관들

물 중 하나가 바로 윌리엄 맥켄지(William McKenzie)와 조지 푸덴(George Fuden)

은 기부금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이로써 농경지와 상업 및 산업단체들의

이 1898 년 출간한 『이집트의 비료와 농토의 취약점 ( Fertilizers in Egypt and the

수입의 할당을 통해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었다.
대국가의 창립자인 무하마드 알리 파샤(Muhammad Ali Pasha)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인

Frailty of Agricultural Soil)』 이다. 또한 이집트 출판산업은 1921년에 발간된 윌리엄
H. 맥린(William H. McLean)의 『알렉산드리아 도심 계획안(City of Alexandria Town
Planning Scheme)』 등 많은 이슈들에 관한 이집트인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다양한 보고서

쇄산업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집트 근대화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시기는 에

들을 발간했다.

이집트의 인쇄는 19세기 근대 중앙집권 국가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이집트 근

펜디(엘리트 지식인)가 출현하여 교육 사절단으로 유럽,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방문했

아랍어 타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타자기의 등장은 인쇄와 출판, 지식 생산의

던 시대였다. 동시에, 학교와 고등교육기관들이 특히 케디브 이스마일(Khedive Ismail)의

폭에 큰 위협을 제기했다. 라틴어는 문자의 수가 적고 문자를 각각 별개로 적는 특징 덕택에

통치기간 동안 설립되었으며 이 시기, 무하마드 알리 파샤의 통치기간에는 「Al-Waqa'i' al-

가장 처음 타자기가 등장한 언어였다. 반면, 아랍 문자는 그 수가 많아 글자와 부호가 수백 가

Misriyya (이집트 사건)」 신문이 이집트의 관보였던 다른 형태의 저널리즘이 이집트에 등장

지에 달하여, 후에 사진작가 셀림 하다드(Selim Haddad)가 마침내 아랍어 타자기를 발명

했다. 케디브 이스마일의 통치 하에서 직업으로서 저널리즘은 최신 국제뉴스를 보도하고 이

할 때까지 아랍어 타자기를 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집트인들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풍자와 권위에 대한 비판을 정

그러나 아랍어 타자기 제작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부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한 출판물의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가 바로 잡
지 「아부 나다르(Abou Naddar)」 이다. 그 결과 국가에 대한 통치자의 절대권력은 비판의

1 - 우선 아랍문자는 많은 형태로 적히는데, 이는 단어 속 문자의 위치와 앞선 문

대상이 되었다. 경제, 문화, 정치 운동과 발전을 이루었고, 심지어 국정과 권력 행사에 데 참

자와 뒤따르는 문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기 때문이

여하겠다는 이집트 국민들의 요구가 생겼고 언론에 의해 발생한 시민의식에 영향을 받아 이
집트 정부와 의회, 여타 정치집단이 형성되었다.
저널리즘이 촉발한 이러한 이행(trainstion)은 이집트에 지식을 전파한다는 생각이 부

다. 아랍문자의 수는 약 900개로 추정된다.
2 - 아랍문자는 두께가 다양하다.
3 - 아랍문자는 한 개 이상의 수평선에서 함께 연결된다.

상하던 배경에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과학적 발전과 그 결과 발전이 공동체에 미

그러므로 아랍어 타자기 제작은 지난한 일이었다. 그러나 셀림 하다드는 아랍

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나타났는데, 이는 이집트 국민과 외국인 모두 이 분야에서 그들의 전

어 전체 알파벳을 적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문자를 53개로 추렸고 사용하기 쉬

문성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케디브 이스마일 통치 기간 중 발간되어

운 패턴으로 글자판을 배열했다.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이후에도 계속 발행된 잡지 「라우다트 알 마다리스(Rawdat al Madaris)」를 주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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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70년 창간된 「라우다트 알 마다리스」는 격월간지로 문학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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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과학과 공학 분야의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하였다. 각 호마다 책 한두 권을 소개하는 챕터

이집트 최초의 출판사인 불라크 출판사(Bulaq Press)의 출판물 평가

가 들어 있었다. 또한 이 잡지는 잡지의 진정한 기원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작가들이 다수 출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 역할을 한 것으
로 여겨진다.

불라크 출판사의 출판물들은 정확성과 주제의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불라크의 출
판물들은 특정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온갖 분야와 문제들을 대거 포함한다.

「Al-Waqa'i' al-Misriyya」의 창간호가 1828년도에 발행된 이후, 이집트 저널리즘

그러나 출판정책이 통치자의 성향, 신념, 문화, 배경과 양육뿐만 아니라 성품에 의해서도 영

은 [정부의] 명령을 알리고 [정부의] 결정과 공식행사를 보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군사를 핵심 우선순위에 두었던 무하마드 알

「Rawdat al Madaris」는 사설을 쓰는 기술을 소개하고 이집트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논하

리 파샤는 출판이 출판 전쟁과 이집트 군인들을 위한 군사서적을 통해 그의 목표를 달성했

고 현 정세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그 뒤 사설기고가들이 크게 늘었으며 저널리즘은 조형예

다고 믿었다. 아바스 헬미 1세(Abbas Helmy I)는 불라크 출판사가 실질적인 수입을 거두

술이나 조각 등 의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환영하고 지지했다. 사진술이 부상하자 사진은 저널

지 못한 지출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불라크 출판사를 없애기로 결정했고, 불

리즘의 핵심적인 측면이 되었다. 이로써 1924년 창간된 「Al-Musawar(사진가)』」 는 많은 이

라크 출판사는 폐업 상태에 있다가 아브델 라만 라우쉬디 파샤(Abdel Rahman Roushdy

집트인들의 삶에서 두드러진 입지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각적 지식은 이집트인들의 전반적

Pasha)이 기증을 받고 나서야 기증하여 다양한 서적 출판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케디

인 이해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이집트인들이 사아드 자글룰(Saad Zaghloul),

브 이스마일이 불라크 출판사를 사들이자 불라크의 출판물과 사업이 크게 번성했으며 아랍

무함마드 아두(Muhammad Abduh), 그리고 아흐메드 쇼키(Ahmed Shawqi)(시인의 왕

지역 전역에 배포되고 심지어 아스타나까지 진출했다. 불라크 출판사는 파리와 비엔나에서

자/계관시인)의 시각적 묘사 등 거리에 전시된 사진들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각적

열리는 박람회 등 국제출판전시회에 참여했고, 발간하는 대부분은 군과 전쟁이 아닌 문화, 예

지식은 이러한 상황 덕분에 이집트인들은 시각적 형식을 통해 묘사된 국제적인 인물과 정세에

술, 문학, 철학, 종교에 관한 서적이었다.

대한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1821년 불라크 출판사(Bulaq Press)가 설립되자 출판서적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라크 출판사의 출판물에 대해 간략히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무하마드 알리 파샤가 불라크 출판사를 설립한 시점은 그가 교육자 및 학생 사

절단을 유럽에 파견한 시점과 같다. 이 사절단 중 가장 뛰어나고 선구자적인 구성원은 카이

였다. 빈센트 페나손은 코르푸 섬(Corfu Island) 출신 프랑스인 타이피스트였다. 그의 출판

로 언어대학 (Faculty of Languages, Al Alsun)의 설립자 리파 알 타흐타위(Rifaa al-

사는 1857년에 설립 이래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고 그가 사망한 후 그의 누이에게 소유권이

Tahtawi)이다. 둘째, 불라크 출판사는 1821년도에 설립되었고 가장 오래된 출판물은 1822
년 라파엘 작쿠린(Raphael Zakhurin)이 편찬한 이탈리아-아랍어 사전 『Dizzionario
italiano-arab』이다. 그 후 몇 년 동안 (19세기 초반) 대부분의 번역서는 의학, 건강, 농업,

이전되었다.

공학 분야의 책들이었다.

Printing Press of Alexandria)라고 지었다.
그 후 모리스(Maurice)가 동료인 리(Ry)와 라비올로(Raviolo)를 파트너로 하여 ‘모리스
앤 코(Morris and Co.)’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세웠다. 이 이름은 리가 떠난 후 ‘안투안느 모리
스 앤 코(Antoine Morris and Co.)’로 바뀌었고, 라비올로의 사망 후 결국 ‘프랑스 출판사앙투안느 모리스(The French Printing Press – Antoine Maurice)’로 다시 바뀌었다.

셋째, 불라크 출판사는 『Tafsir al-Tabari』와 같이 서른 권으로 구성된 서적들과 『Al-

Aghani』와 『Lisan al-Arab』 등 스무 권으로 구성된 서적들 그리고 낱권에서 열 권에 이르
는 수많은 기타 서적들을 출판하는 데 뛰어들었다.
넷째: 불라크 출판사는 자사 출판물 중 적어도 한 권의 책의 여백이나 부록에 원문에 대
한 언급을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하여 이 방식의 선구자가 되었다.
다섯째, 불라크 출판사는 학식이 높은 엘리트들이 운영하여 최고의 경영, 편집, 교정 능
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탁월한 인물이 바로 후세인 파샤 호스니(Hussein Pasha

Hosni)였는데, 그는 1851년(AH 1268) 아미리 출판사(Amiri Press)의 관리자로 임명
되었고 『Al-Waqa'i' al-Misriyya』 신문사의 터키어 편집자로 임명되었으며 1874년(AH
1291)에 마침내 불라크 출판사의 이사가 되었다. 1875년(AH1229) 그는 케디브 이스마일
과 함께 여행하며 파리 국제박람회를 관람한 후 오스트리아와 런던 등 여러 유럽 국가를 여
행하며 인쇄기의 생산에 대해 배우고 몇 대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는 1884(AH 1302)년에
다시 런던을 여행하고 불라크 출판사 근방 불라크 지역의 나일 강변에 제지공장을 들여와 양
질의 종이를 생산했다.
불라크 출판사의 편집자와 교정자들은 알 아즈하(Al-Azhar) 출신 학생들로, 이를 위해
약 6년 동안 특별히 훈련 받은 사람들이었다. 시이크 나자르 알 후리니 (Sheikh Nasr al-

Hurini)가 편집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알 아즈하가 어떻게 불라크 출판사의 실권을 잡
고 출판물들이 모범 아랍어를 대표하도록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여섯째, 출판과정의 이 단계의 결점 중 하나는 책을 편집하고 제작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학자들이 그들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 의지하는 원문과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지 않는 점
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시기에 제작된 많은 주요 전통서적들의 기초가 된 자료의 출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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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역사를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 발간된 몇몇 서적들 안에 자료의 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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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간략한 소개를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1882년부터1890년(AH 1300–
1308)사이에 출판된 『Lisan al-Arab』의 부록에는 편집자 시이크 무함마드 알 후세이니
(Sheikh Muhammad al-Husseini)가 이 판본(edition)은 이븐 만주르(Ibn Manzur)
의 판본(edition)에 기초하여 저술되었으며, 이븐 만주르의 판본은 슐탄 알 아뤼라프 바스
베이(Sultan Al-Ashraf Barsbay)의 소유이며 또 다른 사본은 이스탄불의 라기브 파샤
(Raghib Pasha) 도서관 소장이라고 명시했다.
일곱째, 비록 불라크 출판사는 무하마드 알리 파샤가 설립하고 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들
이 경영한 관영출판사이기는 하지만, 불라크의 모든 출판물이 정부 자금으로 출판된 것은 아
니었다. 몇몇 개인과 단체들이 불라크 출판사의 다양한 출판물과 인쇄물에 자금을 지원했다.
얼마지 않아 이집트 내에 출판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로써 출판산업과 아랍어, 영
어, 프랑스어로 된 인쇄물에서 대대적인 운동이 촉발되었으며, 그 결과 몇몇 외국 출판사
를 포함한 이집트에서 가장 저명한 출판사 여럿이 설립되었다. 카이로 최초의 외국 출판사
는 임벨로니(Imbelloni) 출판사로, 1842년에 설립되었다. 이 출판사의 존재는 아브딘 궁전
(Abdeen Palace)의 사료에 명시된 정보를 통해 입증된다. 정부는 프랑스어 서적들을 알 알
순(Al Alsun) 과 여타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출판했다. 임벨로니 출판사는 무하마드 알리
파샤의 통치 막바지 몇 년 간 또는 아바스 헬미 1세의 통치 하에서 폐업했던 것 같다.

1844년 (AH 1261)에 카이로의 카스텔리(Castelli) 출판사가 설립되어 시이크 무스타
파 알 불라키 알 부룰루시(Sheikh Mustafa al-Bulaqi al-Burullusi)가 집필한 『Diwan
al-khutab al-saniyah lil-juma’ al-Husayniyah』 등과 같은 아랍어 서적을 출판했다.
빈센트 페나손(Vincent Penasson) 출판사는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된 최초의 대형 출판사

앙투안느 모리스(Antoine Morris)는 1860년 알렉산드리아에 출판사를 차렸다. 그
는 이집트에 최초로 자동인쇄기를 들여왔고 사명을 알렉산드리아 프랑스 출판사(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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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oubt at lower prices (as far as I know, no price list survives).

I am, as requested, discussing the influence of the macroscop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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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n aspect of the typographic trades, namely the effec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form and structure of typefounders’ specimen books, but
my focus is more microscopic than macroscopic, though not quite literally.
My talk is also a plea to museums, libraries and private collectors who
own type specimens of the hand-press period: please don’t describe your
collections in isolation. The only way to understand type specimens is to
minutely compare specimens in projects that bridge collection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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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founders manufactured cast metal printing types and sold them
to printers. To show printers what they had to offer, they produced type
specimens: printed samples of the types that they could supply. These
specimens are an unusual genre in many ways . We ’re all familiar with
catalogues of manufactured goods, which generally provide descriptions
and/or pictures of the goods offered. We’re also familiar with sample books,
which contain small fragments of the actual products offered: various kinds
of paper offered to a printer, various kinds of cloth offered to a bookbinder,
etc. The typefounder’s specimen contains neither descriptions nor pictures
nor actual pieces of metal type. Instead it contains inked impressions of the
printing surfaces of the cast metal type. One can compare it to a botanical
catalogue produced by nature printing , where leaves and other parts of
plants were placed on the press and inked to print images that were more
objective than an artist’s interpretation. This gives type specimens a special
value as evidence for scholars studying the history of printing. Printers also
produced type specimens but my remarks today apply only to specimens
produced by manufacturers or suppliers of cast type, matrices or pu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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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 due to Great Britain ’ s global domination in the mid - eighteenth
century, the industrial revolution as we usually define it saw its first great
flowering there from about 1760 to about 1830. This affected not only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the typefounding industry, but also the form of
the typefaces and the way they were marketed and sold. British typefounders
pioneered changes to the forms and structures of type specimens in this
period, which I wish to illustrate with two case studies of specimen books
by London typefounders: Thomas Cottrell’s folio specimens from ca. 1765 to
1785 for the early period and Vincent Figgins’s octavo specimens from 1815
to 1820 for the late period.
In the early beginnings of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John Baskerville
revolutionized printing types by modeling them on the pointed-pen lettering
of the writing masters, by introducing wove paper and by improving printing
technology. He fully deserves his fame for producing finely printed books for
the new industrial elite. But while Baskerville introduced these innovations
in the high end of the market, Thomas Cottrell, a commercial typefounder in
London, introduced innovations in the low end of the market. He sold inferior
copies of the roman and italic types of his former master William Caslon I,

Copying types that were already conservative when Caslon introduced
them in the 1720s and 1730s can hardly be called innovative in the 1750s,
but Cottrell also appears to have been the first typefounder to introduce
large poster types around 1762, allowing printers to meet the demand for
advertising that arose as mass production brought many products within
the reach of a larger market, as a middle class emerged that had money
to purchase them and as literacy spread so that people could read the
advertisements. These were not the only types Cottrell introduced for the
printing of ephemera: he was the only typefounder to offer an engrossing
type, an upright gothic script cut ca. 1760 for printing indentures and other
legal documents, the first typefounder to market a script type in the English
round-hand style (in 1774, though Joseph Fenwick cut one for a private
customer about three years earlier). Around 1768 he also produced a type
imitating the eleventh-century manuscript hand of the famous Domesday
Book, though in the event the publishers of the 1783 edition gave up the idea
of producing a typographic facsimile and instead had Joseph Jackson cut a
roman type with special sorts, delivered in 1774.
While printers produced type specimens in book form already in the
sixteenth century , independent typefounders displayed their types in
broadside specimens . As the selection of types increased , they began
to produce specimens in book form. After a few exceptional cases, such
as Jean Jannon ’ s Sédan specimen book of 1621 , French and Dutch
typefounders produced type specimen books in the early 1740s, about
twenty years before William Caslon issued what appears to be the first
British typefounder’s specimen in book form, probably late in 1763, since it
survives almost exclusively in reissues of 1764 and later.
Caslon nearly monopolized punchcutting and typefounding in Britain in the
1730s. From 1742 to 1756 new typefoundries operated in Scotland, Dublin
and Birmingham, but not London. These new founders departed in important
ways from Caslon’s model, and I have noted Baskerville’s innovations in the
high end of the market. He issued his first specimen in Birmingham in 1754,
but manufactured type almost exclusively for the use of his own press.
Thomas Cottrell had been Caslon’s apprentice and then journeyman before
becoming his first London competitor in 1757. He clearly copied Caslon’s
roman and italic types and even showed them using the Latin quotation from
Cicero that Caslon had introduced around 1730. Although Cottrell’s first
specimen in book form is undated, he clearly followed Caslon’s lead, rather
than Caslon following his. Cottrell never cut a textura type, but aside from
substituting roman for textura, his title-page shows the same wording and
styles of type line by line, though he added a decorative border (modernists
of the 1920s considered borders, tailpieces and symmetrical layouts mere
decoration, but they ease the pressman’s task by balancing pressure on the
forme). Cottrell even copied Caslon’s note about the origins of the foundry,

adding a note that he had been apprenticed to Caslon.
But the form and structure of Cottrell’s type specimens differs from Caslon’s
and they form a bibliographical nightmare that has confounded efforts to
date and describe them. With most books of the hand-press period we can
clearly distinguish various editions, even when some were reissued with
leaves added, removed or substituted. Caslon made use of London’s leading
printers, and in spite of some bibliographical complications, his specimen
books generally follow traditional book structures: whole or half sheets,
printed on both sides and folded to form quires, mostly with quire signatures
to indicate the sequence. Cottrell’s specimen books show less concern for
fine finish and are also more haphazard and have neither quire signatures
nor page or leaf numbers, and aside from one pair, no to copies have the
same make-up: it becomes quite difficult to define the 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specimens and two copies of one specimen.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In total ten separately-published Cottrell specimen books are known to
survive from these twenty years, all in folio format with paper of the size
known as Pot (the smallest size in normal use), so that trimmed copies are
often erroneously described as quartos or octavos). Smaller sheets were
less expensive, even per unit of surface area. Cottrell always used laid paper,
whereas typefounders were among the earliest users of the more expensive
wove paper, Baskerville introducing it for his books in 1757 and Caslon
using it for many of his specimens beginning in 1764. Cottrell did give his
specimens large margins and like Caslon and others he printed them only
on one side of the leaves, so he didn’t take his economies to extr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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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osley, in his 1984 list of British type specimens before 1831, for
the first time attempted to make a chronological sequence from these
Cottrell specimens. I read the proofs of his list before publication and could
add nothing to his analysis of them at that time, but he paved the way for
a closer examination. Since the specimens are scattered around the world
and I study them without funding, my presentation today remains work in
progress. But over the years I’ve examined all ten and made notes of the
types and watermarks in every leaf of every copy. Some I haven’t seen since
the 1980s and I have access to images of only four of the ten (in any case
normal images offer little help with watermarks). I will certainly have to
revise my account when I get the chance to examine them again, but I now
know what to look for.
Most typefounders attempt to show their types to best advantage by printing
them only on one side of the leaves, usually on the rectos, so traditional
impositions leave half the leaves in every forme blank. At this early date,
Cottrell nevertheless produced many leaves of his specimen books as
conjugate pairs so that the sheets had to be printed on both sides , even
though the leaves were printed only on one side. Even when a bifolium has
been separated at the fold to make 2 separate leaves (or when the binding
hides the conjugacy), the patterns in the orientation of the watermarks

and the felt and mould sides of the paper often suggest that the specimen
is made up primarily of two- leaf quires ( a folio in 2s ). But most of the
specimens do have some singleton leaves, especially in the leaves that show
printer’s flowers. In some cases I think Cottrell printed two pages on one
side of a whole sheet, so that the two pages could be printed in two pulls
without turning the sheet. Sheets printed in that manner would have to
be divided into separate leaves in order to arrange them with both printed
pages on rectos.
In most formats, having half the leaves in a forme blank also makes good
presswork more difficult, and the fact that a type specimen often has an
enormous variation from page to page (very large types on one page, very
small types on another, typographic ornaments on a third) could exacerbate
the problems. A folio causes much less trouble because it is printed one
page at a time (that is, one pull on the bar of the press prints only one page).
Of course, several widely differing types appearing on a single page can
also make the presswork more difficulty. Cottrell may have chosen the very
small folio format both to avoid these problems and to economize on paper.
Caslon’s specimen books were large octavos and small quartos, if we ignore
the 4-leaf folio made for the 1786 Chambers’ Cyclopaedia .
Another oddity of type specimens is that their texts usually serve only to
show the type: the typefounder didn’t expect the potential customer to read
the specimen texts. Most were fairly arbitrary, and didn’t continue from page
to page (often founders simply repeated one text). This means that the pages
of a type specimen are largely independent of each other. If the typefounder
added a new face to his stock of types, or revised one of his types, he could
print a specimen and insert it wherever it belonged (types in a specimen
were often arranged by style and size). In the Cottrell specimen books we
find some singleton leaves inserted between or inside the bifolia, but not
as often as one might expect. At this early stag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ypes were not added, revised or abandoned so often. In the earliest and
the latest Cottrell folio specimens, one finds mostly the same types, even
though they appeared over a period of about twenty years. Most leaves in the
later specimens are printed from the standing type of the earlier ones, with
or without revisions. This had long been common in type specimens. The
Amsterdam typefounder Christoffel van Dijck and his successors printed
their specimens from the same forme , with revisions, at least from his
earliest known broadside specimen around 1663. When the matrices were
finally dispersed in 1767, the forme was broken up and whoever bought a set
of matrices received the relevant part of the standing type as well. So more
than a century after Van Dijck set his specimen, parts of its standing type
reappear in Enschedé’s 1768 specimen book and other parts in the ca. 1768
supplement to Ploos van Amstel’s 1767 specimen book.
So in most cases a leaf in one of the ten Cottrell folio specimens has
a corresponding leaf in the other nine . The headpieces built up from
typographic ornaments , generally shown two to a page , were paired

differently in different specimens, so these parts of the specimen have
corresponding groups of leaves rather than corresponding individual leaves.
But Cottrell occasionally added new types or ornaments, or changed the
border on a page, or introduced deliberate or accidental variations in the
setting . These help us arrange the specimen books in a chronological
sequence . In fact the large number of small accidental variants is
overwhelming: a single unit in an ornamental border may be rotated or
displaced, or one or two letters in the text disturbed, and accidental variants
might even be corrected at a later date, sometimes making it difficult to put
the variant settings of corresponding leaves in a chronological sequence.
But there are enough larger or more permanent variants to put the ten
specimens in a fairly good chronologic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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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bsolute chronological sequence proves impossible. Theoretically leaf x
in copy A might have been printed before the corresponding leaf in copy B,
but leaf y in copy A printed later than the corresponding leaf in copy B, and
this occasionally happens in practice. The variations in the paper stocks help
show what is going on and throw light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various
copies of the specimen.
In my table (with apologies to the colour-blind), the ten columns represent
the ten known copies of Cottrell ’ s folio specimen in more - or - less
chronological order from left to right, while a single row represents the
corresponding leaves in the various copies. The rows are arranged more-orless in the order of the leaves in the specimens, but since I can’t list them all
in order, I supply numbers to indicate the sequence of leaves in each copy. I
indicate a few variant settings of corresponding leaves with second number
in parentheses. So each box in the table represents one leaf of one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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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ours ought to represent paper stocks, but I haven’t yet taken the
study quite that far. I have had to rely on notes, some made in the 1980s,
when I knew less than I know now. The colours therefore indicate the kind
of watermark. Different colours always represent different paper stocks, but
one colour may occasionally represent more than one similar paper stock.
In most cases, I think each colour will prove to be a single paper stock, but I
deliberately show one in grey because I am almost certain it will prove to be
at least two and probably three paper stocks.
Paper was generally made by two workmen using a pair of moulds, so one
paper stock contains a fairly random mixture of sheets showing two slightly
different watermarks. Each paper stock in the present specimens has both
a mark and a countermark, so each folio leaf has an identifiable watermark
or countermark approximately in its centre ( before trimming ). On rare
occasions a specimen clearly lacks a leaf that was supposed to be present
and in one leaf I could not make out a watermark, so these leaves are white
in the table, meaning the watermark is unknown. A black box indicates that
a specimen has no corresponding leaf and it is not clear that it should have
one, for example when later copies add a leaf with new types or omit leaves
that may have been considered out of date.

The specimens clearly have a complicated printing history, but if you ignore
many exceptions for now, I hope you can see a general pattern of vertical
bands of colour here: most copies show mostly or entirely a single kind
of paper (probably a single paper stock), but only rarely do two different
copies show the same kind of paper. There are, of course, books where part
of an edition was printed on larger or finer paper, but we wouldn’t expect
that in a type specimen issued for commercial purposes. I’ve already noted
that all ten copies are on the same size of paper (Pot, which gives a folio
measuring about 31 × 20 cm before trimming) and I have not noticed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the paper from copy to copy. Books
are also sometimes printed on a mixed stock of paper, but in that case each
copy would show the mixture. This and the numerous variants in the setting
strongly suggests that in these specimens a different paper stock generally
means a different printing, though an occasional sheet from one paper stock
might accidentally find its way into another.
So Cottrell kept the standing type of his folio specimen for twenty years ,
revising it at irregular intervals, and now and then printed a few copies.
It comes quite close not only to printing on demand , but even to web publishing, since he often made revisions between printings. The press-runs
were likely quite small. Eight of the ten copies are printed entirely or almost
entirely in one of five different kinds of paper, and the two shown in grey
are at least partly different printings, probably two different paper stocks,
making six printings for these eight copies. The fact that we know most
printings only from a single surviving copy strongly suggests that other
printings have not survived, or at least not in their entirety.
I have no time to defend details of my provisional printing history of the
specimen, or to comment on every anomaly in these specimens, but with the
aid of my illustration I hope you can follow my story. I have tried to colourcode the paper stocks so that the order of the spectrum gives the order of
printing: from purple ca. 1765 (true violet is difficult with an RGB screen)
to red ca. 1785. Since I will probably have to subdivide one group into three
different paper stocks used at different dates, I have coded it with grey
pending further study. I’m sure I will have to revise details of my story, and
we many never find certainty on some points, but I hope I have come close
to the truth. I suggest that the main paper stock of the first three copies
(purple) represents the first printing, originally without the last few leaves
(grey and yellow-green). This is the only printing to survive in three copies:
the foundry might well print its first specimen book in a larger press run
than later reprints with minor revisions. A new printing of part or all of the
specimen probably followed soon after, for nearly half the leaves in the St
Bride copy (mostly in the second half) show a different paper stock (blue)
while their setting at least nearly matches those in purple in the first three
copies (I return to the other leaves of this copy below ). Only these four
copies show the engrossing type set to the wider 95 mm measure: it was
set to a narrower 87 mm measure in (probably for) Cottrell’s specimen in
Luckombe’s Concise history of ... printing (1770).

The sheet showing headpieces built up from typographic ornaments and
describing them as new is certainly their earliest appearance in these
folio specimens and probably earlier than Cottrell’s specimen in the 1770
Luckombe, where eight of the nine headpieces appear two to a page (an odd
number would have been inconvenient). The sheet showing nine headpieces
may have been added to the first two printings of the folio specimen before
specimens of the 1767/68 Domesday type had been printed, since the two
copies that include it omit tha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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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r of th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copies shows only one kind of
paper and includes the 1767/68 Domesday type. It may have been printed
after Cottrell ’ s specimen in the 1770 Luckombe , for it adds two more
headpieces to make eleven, and the engrossing type is reset to the narrower
measure used in Luckombe. Although the binding is dated 1781 it was
certainly printed before the most securely dated copy of 1774. The paper and
setting in fourteen of the St Bride copy’s first seventeen leaves, including
its title-page, seem to match this copy, even though the St Bride leaves on
a different paper stock are clearly earlier than the corresponding leaves in
this Oxford copy. I suspect Cottrell issued the St Bride copy while the new
printing was in progress and therefore combined two printings: the new one
for most leaves in the first half and the old one for most in the second half.
It may have been issued before any specimen of the 1767/68 Domesday type
had been pr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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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bliotheque Nationale copy departs even further from my general
pattern, showing at least five different papers stocks. Since it’s a collection
of leaves in an album one might dismiss it as pieces of several different
copies, but since the album was assembled by Étienne-Alexandre-Jacques
Anisson-Dupéron (1749-1794), director of the Imprimerie Royale, in the 1780s
(nothing in the album is dated later than 1788, three years after Cottrell died),
and since the set of leaves seems to be complete except for the engrossing
type and no leaves are duplicated , the foundry may have assembled
whatever leaves they could find. The states of the setting also suggest that
the leaves were printed at different times: it probably includes leaves from
the first printing ca. 1664/67 to that with Cottrell’s 1774 circular letter, but
no later ones. The specimen as a whole therefore has no fixed place in the
chronological sequence. Three of the five kinds of paper appear to match
those in other copies, but the two most frequent kinds (including the one
used for the title-page) do not appear in any leaf of any other copy. The parts
in dark green seem to be earlier than the later of th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copies and the latest parts of the St Bride copy (yellow-green), while
the parts in yellow seem to fall between that Oxford copy and the American
Antiquarian Society’s 1774 copy (the leftmost of the two grey columns).
Each copy known from 1774 or later is printed on a single kind of paper.
Although the two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copies have the same kind
of watermark, differences in the setting show that at least many leaves in
the one with Cottrell’s 1774 letter were printed before the corresponding

leave in the other, and the British Library copy, on a different paper stock
and with the binding dated 1781, falls between the two (in the British Library
copy, unlike the Oxford University Press copy, the 1781 binding date seems
in accord with the date of printing). I therefore expect closer examination
will show that the paper stocks of the two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copies differ in at least many of their leaves.
Finally we come to the Type Archive copy, which probably passed from James
Fenton (1809-1883) to Talbot Baines Reed (1852–1893) to the Stephenson
Blake typefoundry. A few leaves show settings found in no other copy,
sometimes replacing borders with ones in a later style, and it otherwise
mostly agrees with the two previous copies (one with an 1781 binding and
the other with Isaiah Thomas’s 1786 signature, though it must have been
printed before Cottrell’s 1785 death). Though also probably printed before
Cottrell’s death, this copy appears to have been issued after his death, for
his name and address on the title-page have been struck through and the
name of Henry Fenwick written in. Fenwick worked as a letterpress printer,
bookseller, printer’s broker and printer to the Corporation of London in
1785, and later as a typefounder at the same address. He was presumably
related to Joseph Sturges Fenwick, recorded as a typefounder at a different
address (about 1250 meters away) in 1785. A Joseph Fenwick worked for
William Calson I in the 1760s and 1770s and cut type on his own account.
Although many questions remain unanswer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ten surviving copies of Cottrell’s folio type specimen book, produced from
ca. 1765-1785 reveals a printing history that could never be understood
by studying the specimens separately. I have compared them with today’s
printing on demand and web-publishing, though Cottrell did not, of course,
literally print a single copy when a customer needed one . While the
typefounding market has always had its upper and lower end, the industrial
revolution’s economic pressures probably encouraged Cottrell’s innovations
in the lower end, and his large poster types certainly met a new demand for
advertising as literacy spread and industrial production opened new mass
markets for products.
Important innovators don’t always meet with success. Baskerville’s books
and types were celebrated and imitated when they first appeared , but
his types fell out of fashion in England and his printing ventures lost him
much of the fortune he had made in manufacturing. Cottrell died ‘not in
affluent circumstances’. But the industrial revolution soon put typefounders
under even greater pressure. While it fueled the boom in the production
of advertising types, the Didots, Bodoni and others further developed the
changes in the style of book typography that began with the Romain du
Roi in Paris in the 1690s and Baskerville in Birmingham in the 1750s, an
influence that returned to Britain to make nearly all older types obsolete
in the 1790s, and the new types cut then became obsolete a decade or two
later. Nicolete Gray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the rise in Britain of
eye-catching decorative types, roman types whose thick strokes grew fatter

and fatter until they were half the x-height, new styles such as sans-serif
and slab-serif. Where Caslon or Cottrell could offer the same types their
entire lives and pass them on to their successors, typefounders now had to
update their specimens constantly. A large, well established stock of type
could be a burden in this rapidly changing market: both the original Caslon
foundry and the competing one set up by William Caslon III when he bought
the foundry of the late Joseph Jackson in 1792 saw hard times and the latter
went bankrupt in less than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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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Cottrell’s type specimens signaled some changes, typefounder’s
specimens never really abandoned their pas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is was to change around 1800, when the rise
of advertising turned into an explosion . We can see this clearly in the
specimens Vincent Figgins issued in the years 1815 to 1820. Figgins had
managed Joseph Jackson’s foundry but lacked the means to purchase it
when Jackson died. That may have been a blessing in disguise, for it forced
him to have new types cut. He issued several small specimens beginning in
1793, and when Stower published specimens of the leading typefounders
Caslon & Catherwood and Fry & Steele in 1808, he regretted he could not
publish Figgins’s specimens, which would be ‘completed’ (whatever that can
mean in this period) in a few months. While Figgins clearly did issue various
type specimen leaves in and around 1808, few survive and further Figgins
specimen book with a title-page is known to survive until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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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Cottrell, Figgins generally dated his specimens on their title-pages,
but no title - page is known between 1815 and 1821 , and there almost
certainly was none, for one surviving copy with the 1815 title-page has
boards covered with the foundry’s printed paper wrappers dated 1820 (by
this time the printed paper wrappers for typefounders’ specimens often
display their latest types and ornaments). The seven known copies of the
1815 specimen form a clear chronological sequence with a steadily growing
number of leaves and types, from 77 leaves in Berthold Wolpe’s copy to 123
in the Type Archive copy. That gives an average of about 8 new leaves per
year, and other leaves were sometimes revised or replaced.
Typefounders now had to offer a much larger stock and keep their
specimens up-to-date as that stock rapidly changed. They could rarely
reprint their entire specimen books, knowing they would be out of date
again in a few months. This exacerbated most of the difficulties I noted in
the production of Cottrell type specimens: the inefficiency of traditional
impositions for type specimens printed on only one side of the leaves, the
need to insert new types in the appropriate place in the specimen, and the
difficulties of printing widely differing materials together. And as I noted,
each leaf of a type specimen book was usually self-contained and largely
independent of the other leaves, sometimes excepting a few groups of leaves
showing numbered typographic ornaments or numbered stock blocks.
More sophisticated advertisers and consumers may also have increased
the demand at the high end of the market again. Baskerville’s influence,

both directly and via his continental followers, had spawned a fashion for
fine printing in England from the late 1780s into the first decades of the
nineteenth century. Figgins clearly wished to display his types to best effect
and was willing to buy wove paper from the best English manufacturers and
employ the leading printers. In fact, several leading printers had supported
him when he first set up his foundry , including John Nichols , Thomas
Bensley an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Cottrell’s specimens had included a few singleton leaves, but around 1800
typefounders abandoned traditional book structures of folded whole sheet
or half-sheet quires almost entirely. They now produced their specimens
as collections of single leaves that could be assembled and side stitched
to make an up-to-date book whenever a customer needed one. They could
print specimens of whatever new types they had produced all on one side
of a sheet, half-sheet or quarter sheet, imposing them according to the
printer’s convenience, and then divide them into individual leaves to be
inserted in their proper places in the specimen. Leaves printed together
may appear in different places in the specimen.
Once again, the paper stocks reveal a great deal about the production, but
we also face a new problem. The Figgins specimen books are large octavos,
with paper of the size called Medium. All stocks are wove paper, and nearly
all have a watermark once in each sheet, along the foot of the horizontal
sheet, usually centred horizontally in half of the sheet. One of the eight
leaves in the sheet therefore shows the right half of the mark, another
shows the left half, and the remaining six show no mark. Since the sheets
were divided into leaves before the specimens were assembled , three
quarters of the leaves give no clue to identify the paper stock. I’m envious
of people who study Gutenberg Bibles, where institutions pay to make
cyclotron scans of every leaf, even though you can easily identify the paper
stocks without them. That is perhaps the only way we will ever identify the
paper stocks of three quarters of the leaves in the typefounders’ specimens
of this period, but no one is likely to fund such a study soon.
We do have one advantage with these specimens, however: the watermarks
all include a year, mostly with the name of the papermaker. The right half of
‘1814’ is rather more useful that the left half, but one can usually determine
which halves go together. So once again I make a table, but now we have 139
leaves instead of 38, 13 kinds of paper instead of 8 and many leaves with an
unknown paper stock. By omitting the rows where none of the seven copies
shows a watermark, I can just squeeze my table onto one slide.
The result is even more complicated than with Cottrell. Once again a white
box represents a leaf with an unknown paper stock and a black box means
that copy has no corresponding leaf. If we consider only the coloured boxes,
we can see a general pattern of horizontal bands of colour rather than the
vertical bands for the Cottrell specimens, though once again we find many
exceptions. Sometimes one even finds small groups of consecutive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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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ll copies have the same kind of watermark, but any one copy shows
six or more paper stocks. So Figgins clearly had groups of leaves printed
for his specimens at various times and in large enough numbers that he
could continue to use them for several years. He apparently kept a stock
of loose leaves and assembled specimen books from them when needed.
Occasionally he might run out of a leaf and have to reprint it, or he might
decide to replace a type with a new or modified one. But many rows show
only one kind of watermarks from 1815 to 1820, and others show mostly one
kind, often with the exceptions in the very earliest or very latest copies. Many
types, of course, appear only in the latest copies.

cannot exactly date this first showing of Caslon’s sans-serif, but we can
safely date it between 1810 and 1814, so I suggest the date ca. 1812 for the
Caslon sans-serif. This puts the first sans-serif about six years before the
first slab-serif, which accords with studies by Justin Howes that document a
sudden explosion of hand-lettered sans-serif sign-boards in London in 1805.
Printers initially had a clear preference for the slab-serif over the sansserif, so the other British typefoundries quickly followed Figgins’s lead. By
the time Figgins introduced the second sans-serif type in 1828, every British
foundry offered a complete range of slab-serif types and French and Dutch
foundries had begun to offer them as well.

In every copy, most of the watermarks are dated 1814 or 1815. Sometimes
one or two are dated 1813. The last two copies include watermarks dated
1817. But the watermarks in the earliest copies also reveal a great deal .
Nine leaves in the earliest copy and a couple more in the next two copies are
dated 1808, even though no copy has watermarks dated 1809 to 1812. We
know Figgins intended to issue a specimen in 1808, but only scattered leaves
from that time are known to survive. Here in the earliest copies of the 1815
specimen we have leaves probably reissued from that lost specimen. The
two leaves with 1799 watermarks may also be early printings, but certainly
not from 1799: their types are too modern for that date. No doubt some
leaves on unknown paper stocks also come from the 1808 specimen, so we
may be able to reconstruct quite a lot of it.

Berthold Wolpe compared his copy of the Figgins specimen with the Oxford
and Stephenson Blake (now Type Archive) copies and noted 11 leaves that
show typesetting variants. He concluded that the leaves in his copy were
older printings and even gave evidence that one of the types was ‘cut’ (he
seems to also mean set) before 1810. Some of these may be further leaves
from the 1808 specimen, though most show no watermark. The numerous
leaves with unidentified paper stocks makes comparison difficult, but in at
least one case Wolpe notes a variant setting in leaves printed on the same
paper stock.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the old stock was used for a later
printing, but a difference in setting may not always indicate a new printing,
even disregarding press corrections. The variant settings generally appear
in leaves showing large types with only a few words of text. Such a page can
be set in a few minutes and it’s easier to print two pages together if they are
similar, so a typefounder might choose to set some of these pages twice and
print them two-up. I can’t show any further evidence for this in these Figgins
specimens, but I can show evidence, though no proof, in a Caslon specimen
of the same period. In Columbia University’s copy of William Caslon IV’s 1816
specimen, one leaf was incorrectly cut, so that one can see it was printed
as two nearly identical leaves foot to foot. Unfortunately, we see only a
small piece of the second leaf, making it difficult to tell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setting. I suspect this page was set twice and printed twoup. If not, then it must have been printed from a forme that contained only
one octavo page and it was printed twice on a quarter sheet that was rotated
(rather than flipped) to make the second impression.

Figgins is famous for introducing the first slab-serif types. None appear in
the first five copies of the present specimen. Four sizes of capitals appear
in the Oxford University Press copy and ten more to make fourteen in the
Type Archive copy . I have already noted that the Type Archive copy has
boards dated 1820. It also has a preliminary note dated 22 August 1819. The
Oxford copy has no date on the boards, and its preliminary note is undated,
suggesting it was issued before 22 August 1819. The latest watermarks in
both these copies are dated 1817. So the first specimen to show some of the
slab-serif types probably dates between 1817 and mid 1819. The five copies
without slab-serif types show no watermarks later than 1815, yet the latest
(at Columbia University) includes all but ten of the leaves in the Oxford copy.
In fact it has three leaves with unidentified paper stocks that may match
leaves with 1817 watermarks in one of the two later copies. This suggests,
though it doesn’t prove, that the Columbia copy was completed in or soon
after 1817, yet it still includes no slab-serif types. On the basis of the Oxford
and Type Archive copies of this Figgins specimen book, the first slab-serif
types are usually dated 1817, but that was really just the earliest possible
date for the specimen. The first sizes of the Figgins slab-serif seem more
likely to have been cut in 1818 almost certainly between 1817 and mid 1819.
I suggest we date them ca. 1818.
As an aside , Columbia University Library has an undated specimen by
William Caslon IV that includes the first sans-serif type, but is clearly earlier
than the specimens usually cited as the earliest, which date from 1816. I

I have clearly left many questions unanswered , but I hope I have shed
some light on how typefounders dealt with the rapidly changing demand
for type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 hope I have also
shown that we need to locate every surviving copy of the typefounders’
specimens of this period, and study them thoroughly in comparison with
related specimens around the world. Many specimens reported as ‘lost’ or
specimens as yet wholly unknown may still turn up in private collections
or in archives where they lie unrecognized. Each one helps to expand our
knowledge of the typefounding industry and the history of printing types.

발표 3

코트렐과 피긴스의 활자 견본서와 영국의 산업혁명

존 A. 레인
프리랜스 역사학자

요청 받은 대로 인쇄 업계에 미친 거시적 환경의 영향, 즉 산업혁명이 활자 주조공들의

주조공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만든 활자의 견본을 그저 넓게 펼친 종이의 형태로만 제시

견본서 형태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주안점은 거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체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들 역시 책의 형태로 견본을 제작하게 되었

시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미시적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수동 인쇄기 시절의 활자

다. 1621년에 장 자농(Jean Jannon)이 제작한 세당(Sédan) 견본서 같은 몇몇 이례적인

견본을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과 도서관, 개인 소장자들에게 부디 그들의 소장품을 고립된 채

사례에 이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활자 주조공들은 174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자 견본

로 두지 마시라 탄원하고자 한다. 활자 견본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 소장품들을

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윌리엄 캐슬런이 맨 처음 책의 형태로 활자 견본을 발간했

이어 주는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견본들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것뿐이다.
활자주조공들은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인쇄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자신들이 제공할 활자
를 인쇄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조공들은 활자 견본, 즉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활자로

캐슬런은 1730년대에 영국의 식자 및 활자 주조 업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1742

인쇄한 견본을 제작했다. 이러한 견본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인 장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만

년부터 1756년까지는 새로운 활자주조소들이 스코틀랜드와 더블린, 버밍엄에서 운영되었지

들어진 상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수록된 카탈로그에 익숙하다. 또 실제 상품의 일부분이 포

만 런던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주조소들은 캐슬런의 모델과 다른 점이 많았다. 고가품 시장

함된 샘플북에도 익숙하다. 이를테면 인쇄업자에게 각종 종이 견본을 제시하거나 제본업자에

에서는 바스커빌이 혁신을 주도했다. 그는 1754년 버밍엄에서 맨 처음 자신의 최초 견본을

게 각종 천 견본을 제시하는 것들 말이다. 그러나 활자주조공들의 견본에는 설명도, 그림도, 금

발행하긴 했지만, 활자는 거의 자신의 인쇄기에서 쓸 용도로만 제작했다.

속활자의 실제 조각도 없다. 대신 금속활자의 인쇄면을 잉크로 찍어낸 모양이 담겨 있을 뿐이

토머스 코트렐은 캐슬런의 도제였고 이내 숙련공이 되었다가 1757년에 이르러서는 런던

다. 자연물 그대로를 잉크로 찍어서 만든 식물 카탈로그와 비슷하다. 여기서 식물의 이파리나

최초로 캐슬런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캐슬런의 로만체와 이탤릭체를 모방했으며, 심

다른 부분들을 인쇄기 위에 놓고 잉크를 발라 찍어 낸 이미지는 아티스트의 해석보다 더 실증

지어 캐슬런이 1730년경에 사용했던 키케로의 라틴어 문장까지 베껴서 자신이 모방한 서체

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활자 견본은 인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역사적 증거물로서 특별한

를 제시하기도 했다. 코트렐이 언제 처음 책의 형태로 견본을 제작하기 시작했는지는 밝혀진

가치를 지닌다. 인쇄업자들도 활자 견본을 생산하긴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금속활자와

바가 없지만, 캐슬런이 그를 따라했다기보다는 그가 캐슬런을 따라했으리라고 보는 게 타당할

주형 및 천공기 제조공 또는 공급업자가 제작한 견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것이다. 코트렐은 텍스투라체를 제작한 적이 없지만, 그의 견본서 속표지를 보면 텍스투라체

18세기 중반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까닭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1760

를 로만체로 바꾼 것 외에는 테두리에 장식을 추가했을 뿐 한 줄 한 줄 똑같은 어구와 활자 스

년경부터 1830년경까지 영국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이는 활자주조 기술뿐만 아니라 서

타일을 보여주고 있다(1920년대의 근대주의자들은 테두리와 하단의 문양, 대칭적 형태를 단

체의 형태와 활자를 세상에 내놓고 판매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활자주조공들

지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것들은 사실 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인

은 이 시기에 활자 견본의 형태와 구조 면에서 변화를 주도했다. 나는 런던의 두 활자주조공

쇄공의 일을 수월하게 해준 측면이 있다). 코트렐은 심지어 주조소의 기원에 대해 캐슬런이 쓴

이 제작한 견본서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글까지 베껴 쓰고, 거기에다 자신이 캐슬런의 견습생이었다는 말만 덧붙이기도 했다.

약 1765년부터 1785년까지의 전기에 해당하는 토머스 코트렐(Thomas Cottrell)의 2절

그러나 코트렐의 활자 견본은 형태와 구조 면에서 캐슬런의 것과 다르며, 그 제작 날짜를

판 견본서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1815년부터 1820년까지의 후기에 해당하는 빈센트 피긴

특정하고 설명하려는 학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할 만큼 서지학 분야에선 악몽과도 같이 여겨졌

스(Vincent Figgins)의 8절판 견본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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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1763년 말보다 약 20년이나 앞선 일이다. 1764년 이후로 윌리엄 캐슬런의 활자 견본은
거의 재판만 발행되었다.

다. 수동 인쇄기 시절에 발간된 책들은 대부분 내용의 일부가 추가, 제거, 대체되어 재발행된

영국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존 바스커빌(John Baskerville)이 명필들의 펜글씨를 본

경우, 그 사실마저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다. 캐슬런은 런던의 최고급

떠서 활자의 모형을 만들고, 그물 무늬 종이를 도입하고, 인쇄 기술을 향상시켜서 인쇄활자

인쇄기를 사용했으며, 서지가 복잡한 경우에도 그의 견본서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책의 구조를

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그는 신흥 산업 엘리트들을 위해 정교한 인쇄서를 생산하여 명성을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양면에 인쇄를 한 뒤 접어서 묶은 한 장 또는 반 장의 종이들로 이루어

얻었다. 바스커빌이 고가품 시장에 혁신을 가져왔다면, 런던의 상업적 활자주조공이었던 토

져 있고, 대체로 차례를 나타내는 접지 번호가 있다. 반면 코트렐의 견본서들은 보기 좋은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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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 코트렐은 저가품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그는 과거의 명장 윌리엄 캐슬런(William

리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며, 접지 번호나 페이지 번호, 장 번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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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lon)의 로만체와 이탤릭체를 조악하게 모사하여 판매했으며, 필시 낮은 가격에 판매했

없다. 단 두 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사본도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서로 다른 두 권의 견본

을 것으로 보인다(내가 아는 한 가격표는 남아 있지 않다).

서와 하나의 견본서를 두 부로 복사한 것 사이의 차이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캐슬런이 1720년대와 1730년대에 도입했을 당시부터 이미 보편적이었던 모방 활자

위에서 말한 20년의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발행된 코트렐의 견본서는 지금까지 총 열

들이 1750년대에 혁신적으로 여겨졌을 리는 만무하지만, 코트렐은 1762년경에 커다란 벽

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폿 사이즈(Pot, 보통 쓰는 것 중 가장 작은 사이

보용 활자들을 최초로 도입하며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이로써 인쇄업자들은 대량생산으

즈로 다듬기 전의 크기가 약 31 X 20센티미터)로 된 2절판 형식이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다

로 많은 상품들이 더 큰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품들을 살 만한 돈을 가진 중산층이

듬은 사본들은 종종 4절이나 8절판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종이가 작으면 심지어 표면적당 가

부상한 데다 문맹률의 하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물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 광

격도 더 저렴했다. 코트렐은 항상 선이 비쳐 보이는 종이를 썼지만, 본래 활자 주조공들은 값

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코트렐이 개발한 인쇄용 활자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1760년

비싼 그물무늬 종이를 누구보다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었다. 바스커빌은 1757년 책에서 이

경에는 인쇄본 고용계약서와 기타 법률 서류용으로 넓은 활자의 직립형 고딕체를 유일하게

종이를 썼으며, 캐슬런은 1764년부터 자신의 견본에 많이 사용했다. 그렇다고 코트렐이 딱

제공했으며, 둥그스름한 모양의 영어 글씨체인 스크립트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장본

히 절약 정신이 투철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견본에 여백을 많이 둔 데다 캐슬런이나 다른 사람

인이기도 했다(1774년에 조지프 펜위크(Joseph Fenwick)가 3년쯤 더 일찍 개인 고객을

들처럼 주로 종이의 한쪽 면에만 인쇄를 했으니 말이다.

위해 제작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또 1768년경에는 11세기에 출간된 유명한 『둠즈데이 북

제임스 모즐리(James Mosley)는 1984년에 작성한 '1831년 이전의 영국 활자 견본'

(Domesday Book)』(토지 조사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책)의 필사본 서체를 모방한

목록에서, 이 코트렐 견본부터 시작하여 연대순으로 활자 견본들을 나열하려는 최초의 시도

활자를 생산하기도 했다. 비록 출판업자들은1783년판을 내면서 기존의 활자를 쓰는 대신 조

를 했다. 나는 그 목록이 출간되기 전에 교정본을 읽어 보았는데, 그가 한 분석에 첨언할 것이

지프 잭슨(Joseph Jackson)에게 의뢰해 1774년에 도입된 로만 서체를 변형한 특별한 활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욱 면밀한 검토를 해나갔다. 견본들은 전 세계에 흩

자를 만들도록 하여 사용하긴 했지만 말이다.

어져 있고 나는 재정 지원 없이 연구 중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발표는 아직 미완성이라

인쇄업자들은 이미 16세기부터 활자 견본을 책의 형태로 제작해 왔지만, 독립적인 활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나는 코트렐의 견본서 열 부 모두를 검토한 뒤 모든 사본의 각

장에 인쇄된 활자와 워터마크(종이 제작자와 제작연도를 나타내는 표시)를 기록해 두었다.

응한다기보다는 여러 장의 묶음끼리 상응한다. 하지만 코트렐은 이따금 새로운 활자와 장식

그중 일부는 1980년대부터 보지 못했고 열 부 중 네 부만 이미지로 볼 수 있다(보통의 이미

을 추가하기도 하고, 페이지의 테두리를 바꾸기도 했으며, 구성상에 의도적이거나 우연한 변

지들은 워터마크 식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게 다시 그 견본들을 조사할 기회가 생

화를 주기도 했다. 덕분에 우리는 이 견본서들을 연대 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다. 사실 우연히

긴다면 분명 오늘 한 말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생기겠지만, 당장은 지금 더 주목해야 할 점들

생겨난 사소한 변화는 넘치도록 많다. 장식 테두리 중 문양 하나가 교대로 배치되거나 다른

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

것으로 대체기도 하고, 텍스트의 글자 한두 개가 바뀌거나, 우연히 생긴 변화들이 나중에 수

활자 주조공들은 대부분 펼쳐진 종이의 한쪽 편에만, 보통은 오른쪽에만 활자를 찍어 자

정된 경우도 있다. 가끔은 상응하는 면들의 구성상의 변화를 연대순으로 나열하기 힘들 때도

신이 제작한 활자가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판에서는 판마다 면

있지만, 더 크고 확실한 차이도 많아서 견본서 열 부의 제작 순서를 꽤 정확하게 특정하는 데

의 절반을 비워 둔다. 하지만 초창기의 코트렐은 자기 견본서에 들어가는 면들 대부분에 좌우

는 문제가 없다.

측 모두 인쇄를 하여, 면으로는 한 면에만 인쇄를 하더라도 종이로는 양면에 다 인쇄가 되는

하지만 완전한 입증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A 사본의 x 면은 B 사본의 상응하는 면

방식을 썼다. 종이가 접히는 부분에서 두 개의 면으로 나뉘는 경우(즉 제본으로 인해 연결 부

이전에 인쇄었지만, A 사본의 y 면은 B 사본의 상응하는 면보다 더 나중에 인쇄되었을 수 있

위가 가려지는 경우)를 보면, 워터마크 위치의 양상과 종이의 펠트와 몰드 부분을 통해 그 견
본서가 대개 두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한 첩(종이 두 장이 합쳐진 2절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견본서들에도 대부분 하나로 이어진 면들이 몇 장씩 들어 있기는 하다.

자의 식별이 가능)의 차이도 견본서들의 순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러 사본들 사이
의 연관성을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특히나 인쇄공의 꽃 이미지가 들어가는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코트렐이 종이를 바꾸지 않

내가 작성한 표에서(색맹인 분들에게는 사과 드린다) 세로열 10개는 코트렐의 2절판 견

고 두 번 만에 두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종이 전체의 한쪽 면에 두 페이지를 인쇄하기도

본서 10부의 사본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대략적인 연대순으로 제시한 것이며, 가로행들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인쇄된 종이들은 인쇄된 두 페이지가 모두 오른쪽에 오도록

각기 여러 사본들의 상응하는 면들을 나타낸다. 이 행들은 견본서 면들의 순서에 따라 대략적

면을 분할해야 했을 것이다.

으로 배열해 놓았지만, 모두 다 순서에 맞게 나열할 수는 없어서 각 사본의 면들에 순서를 나

대부분의 판형에서는 한 판에서 면의 절반을 비워 두게 되면 인쇄 작업이 힘들어진다.
게다가 활자 견본서는 대개 페이지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한 페이지에는 매우 커다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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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일은 현장에선 왕왕 일어나는 일이다. 다만 원지(原紙, 워터마크로 생산연도와 제작

타내는 숫자를 매겼다. 상응하는 면들 중 구성이 변화된 것들은 괄호 안에 또 다른 숫자를 써
서 표시했다. 그러므로 표의 각 칸들은 한 사본의 한 면을 나타낸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아주 작은 활자, 그다음 페이지에는 장식 문양이 나오는 식으로) 문제가

색깔로는 원지를 나타냈는데, 참으로 긴 과정 뒤에 고안한 방식이다. 과거에 연구할 때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당연히 한 페이지에 여러 종류의 활자들이 뒤섞여 있어도 인쇄 작업이

많이 사용했던 메모들 중에는 지금보다 지식이 일천했던 1980년대에 작성된 것도 있을 정도

까다로워진다. 다만 2절판의 경우는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인쇄가 되기 때문에(즉, 인쇄기에

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표에서 각 색깔이 상징하는 것은 워터마크의 종류이며, 서로 다른

달린 막대를 한 번 당길 때 한 페이지만 찍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덜하다. 코트렐은 위와

색깔은 서로 다른 원지를 나타낸다. 그런데 한 가지 색깔이 한 가지 이상의 유사한 원지를 나

같은 문제들을 피하고 종이값도 절약할 겸 아주 작은 2절판 판형을 택했을 것이다. 반면 캐슬

타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색깔이 단일한 한 종류의 원지를 뜻하지만,

론의 견본서는 모두 대형 8절판과 소형 4절판으로 되어 있다. 4면 2절판으로 된 1786년의

회색으로 표시된 것 하나는 최소한 두 가지, 더 정확하게는 세 가지 종류의 원지가 사용된 것

체임버스 백과사전(Chambers’ Cyclopaedia)만 예외이다.

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활자 견본의 또 다른 특이점은 그 안의 텍스트가 주로 활자를 보여주는 역할에 그쳤다

과거에 종이는 일반적으로 한 쌍의 형판을 사용하는 두 명의 작업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는 점이다. 활자주조공은 잠재 고객에게 견본의 내용을 읽히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

그래서 한 번에 생산된 원지마다 두 가지의 약간 상이한 워터마크가 찍힌 장들이 섞여 있었

래서 아무 원문이나 여기저기서 가져다 썼으며,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지도 않았다(단순

다. 현존하는 견본서들 각각의 원지에는 워터마크와 카운터마크(검증 표시)가 모두 있으며,

하게 한 가지 문구를 반복해서 쓰기도 했다). 다시 말해 활자 견본의 페이지들은 대체로 서로

(가장자리를 다듬기 전의) 2절판 각 면의 중간쯤에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카운터마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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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되어 있었다. 새로운 서체를 기존의 활자들에 추가하거나 활자들 중 한 가지를 수정해서

다. 드물게 견본서에 있어야 할 면이 빠져 있거나 특정한 면에서 워터마크를 식별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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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때, 주조공은 견본 페이지 하나를 인쇄해서 아무 데다 필요한 곳에다 끼워 넣었다(하나

경우, 이런 면들은 워터마크 식별이 안 되었다는 의미에서 표에 흰색으로 표시했다. 검은색

의 견본서 안에 수록된 활자들은 흔히 모양과 크기에 따라 배열되었다). 코트렐의 견본서들

칸은 해당 견본서의 경우 다른 견본서와 상응하는 면이 없으며 그것이 원래 있었는지의 여부

에서는 간혹 하나로 연결된 면들이 기존의 접힌 종이들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도 확실치 않음을 나타낸다. 나중에 나온 사본들에서 새로운 활자를 담은 면을 추가했거나 유

다. 이런 산업혁명 초기에는 활자들이 그다지 자주 추가되거나 변경, 삭제되지는 않았다. 코

행이 지나서 뺀 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렐의 2절판 견본 중 최초의 것과 마지막 것을 보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

인쇄 견본서의 역사는 복잡하기 그지없지만, 몇 가지 예외만 잠시 접어 둔다면 표에 세

부분 같은 활자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후기 견본들은 대부분 초기에 조판해 놓았던

로로 나타난 색띠들에서 일반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본들은 각 사본마

활자들을 약간 수정하거나 아니면 수정 없이 그대로 찍은 것이다. 이는 활자 견본 분야의 오

다 거의 한 가지 종류의 종이(대개 단일한 원지)로 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사본이 같은 종류

랜 관행이었다. 암스테르담의 활자 주조공 크리스토펠 반 다이크(Christoffel van Dijck)와

의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일반적인 책은 한 가지 판에서도 일부분을 더

그 후계자들도 1663년경에 반 다이크가 처음 제작해 놓았던 견본에 수정만 가해서 같은 판

큰 종이나 더 질 좋은 종이에 인쇄하기도 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발간된 활자 견본에서는

으로 계속 견본을 찍었다. 1767년에 이르러서는 주형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활자의 자

그런 경우가 좀처럼 드물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열 가지 사본은 모두 같은 크기의 종이(폿,

모 한 벌을 사는 사람에게 같은 자모로 만든 조판활자도 함께 주게 되었다. 그 때문에 반 다이

다듬기 전의 크기가 약 31 X 20센티미터인 2절판)로 되어 있고, 사본별로 종이의 질은 큰 차

크가 처음 자신의 견본을 제작한 지 백 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 조판활자들 중 일부가 앙셰

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 일반적인 책은 가끔 여러 가지 종이를 혼용하여 쓰기도 했지만, 그런

데(Enschedé)의 1768년 견본서에서도 다시 보이고, 플로스 반 암스텔(Ploos van Amstel )

경우에는 책의 사본들도 똑같이 종이를 혼용해서 썼다. 이러한 점과 구성상의 여러 변화들로

의 1768년 견본서(1767년 견본서를 보완한 것)에서도 보이게 된 것이다.

미루어 볼 때, 견본서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원지가 쓰였다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코트렐의 2절판 견본서 열 부 중 어느 한 권의 특정한 면을 보게
되면 나머지 아홉 부에서도 상응하는 면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당 2개씩 들어
간 페이지 위쪽 장식도안의 경우는 견본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낱장끼리 상

인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어쩌다가 특정 원지의 종이가 다른 원지 묶음에 섞여 들
어갈 때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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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코트렐은 자신이 제작한 2절판 견본서의 조판 활자를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 채

Alexandre-Jacques Anisson-Dupéron, 1749-1794)이 수집한 것이며, 그 면들에 넓

가끔 수정만 해서 사본을 몇 부씩 찍어 내곤 했다. 인쇄를 새로 할 때마다 자주 수정을 했던

은 활자가 없고 중복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주조소에서 찾을 수 있는 면들을 다

것을 보면, 그의 운영 방식이 주문형 인쇄와 닮았을 뿐 아니라 웹출판과도 상당히 흡사했음을

찾아서 조합해 놓은 것 같다. 구성 상태 역시 이 면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인쇄되었음을 암시

알 수 있다. 인쇄 부수는 아주 적었던 것 같다. 10부의 사본 중 8부는 거의 또는 전부 다섯 가

한다. 이 사본에는 1664/67년 경의 1쇄본 면들부터 코트렐이 1774년에 개발한 둥근 활자

지 종이 중 한 가지로 인쇄되었고, 표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2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따로

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활자들은 없다. 따라서 이 견본서는 연대순으로 위치를 특정

인쇄된 데다 서로 다른2가지의 원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8부의 사본들은 6쇄에 걸쳐 인쇄

할 수 없다. 사용된 종이 5종 중 3종은 다른 사본들의 것들과 일치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쇄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지 사본에서만 나왔다는 사실은 다

2종(속표지에 사용된 종이를 포함하여)은 다른 사본의 어떤 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암녹색

른 쇄들은 살아 남지 못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의 두 소장본 중 후대 것과 세인트 브라이드 사

인쇄 견본서의 역사에 대해 내가 잠정적으로 얻은 결론을 세부적으로 다루거나 이 견본

본의 후반부 면들(연두색 표시)보다 더 이른 시기의 것인 듯하지만, 노란색 표시 부분은 옥스

서들의 모든 차이점을 일일이 다 거론할 시간은 없지만, 도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포드 사본과 미국 골동품 협회가 소장한 1774년 사본(2개의 회색열 중 왼쪽 것) 사이에 나온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1765년경의 자주색(보라색은 RGB 화면에서는 구현이

것으로 보인다.

잘 안 된다)부터 1785년 경의 빨간색까지, 원지들에 색코드를 부여해 색의 순서에 따라 인쇄

1774년 이후에 나온 사본들은 단일한 종류의 종이에 인쇄되었으나 인쇄 시기는 추정

된 순서를 나타내고자 했다. 나중에 한 그룹은 서로 다른 날짜에 사용된 서로 다른 세 가지 원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골동품 협회가 소장한 두 사본에는 같은 종류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

지로 다시 세분해야 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에는 회색을 부여했다. 언젠가는 내 이

긴 하지만, 구성상의 차이를 볼 때 코트렐의 1774년 활자가 수록된 사본의 많은 면들이 다

야기의 세부 사항이 수정되어야 할 테고 어떤 점들은 끝내 확실히 알아 내지 못할 테지만, 그

른 사본의 상응하는 면들보다 더 앞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사본과는 다

래도 어느 정도 내가 진실에 근접했기를 바란다. 처음 세 사본의 주된 원지(자주색)는 이 사

른 원지를 썼으며 제본 연도가 1781년으로 되어 있는 영국 국립도서관의 사본은 이 두 사본

본들이 1쇄본임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원래부터 마지막 몇 면(회색과 연두)이 없었다. 주조

사이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영국 국립도서관 사본에는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사본과는 달리

소에서는 수정을 가해서 낸 나중의 재판보다 당연히 초판을 더 많이 찍었을 테지만, 견본서 1

1781년으로 표시된 제본 연도가 인쇄 연도와 일치하는 듯하다). 따라서 나는 더욱 면밀한 조

쇄 중 남아 있는 것은 이 세 부뿐이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견본서의 일부나 전부가 새

사를 해 나가면 미국 골동품 협회가 소장한 두 사본의 원지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다른 것

로 나왔을 것이다. 세인트 브라이드(St Bride) 소장본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면들이(대부분

으로 밝혀지리라 예상한다.

후반부) 다른 원지(파랑)에 인쇄되었으면서도 그 구성은 자주색으로 표시된 처음 세 사본과

드디어 영국 활자 기록보관소의 소장 사본까지 이야기가 이르렀다. 이 사본은 아마 제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이 사본의 나머지 면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임스 펜턴(James Fenton, 1809-1883)에게서 탤벗 베인스 리드(Talbot Baines Reed,

네 사본에서만 폭 95밀리미터의 넓은 활자가 보인다. 러콤(Luckombe)의 『간략 ⋯ 인쇄사

1852-1893)에게로, 또 다시 스티븐슨 블레이크(Stephenson Blake) 활자 주조소로 전

(Concise history of ... printing)』(1770)에 소개된 코트렐의 견본서는 활자가 좀더 좁은
87밀리미터로 되어 있다.

해진 듯하다. 몇 면은 다른 사본에서 보지 못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훗날의 스타일로 테
두리 문양이 바뀌어 있는 곳도 있다. 그 외에 대부분은 앞선 두 가지 사본(하나는 1781년에

페이지의 첫머리에 넣는 장식 문양들을 보여주며 새로운 것이라고 소개하는 장들은 분

제본된 사본, 다른 하나는 1785년 코트렐의 사망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아이자이어 토머스

명 이런 2절판 견본서들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을 것이며, 아마 1770년에 러콤이 소개한 코

[Isaiah Thomas]의 1786년 서명이 있는 사본)과 거의 일치한다. 이 사본 역시 코트렐이

트렐의 견본서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온 견본서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총 9개의 첫머리 장식

사망하기 전에 인쇄되긴 했지만 발행은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속표

중 8개가 한 페이지당 2개씩 나온다(홀수는 불편했던가 보다). 9개의 첫머리 장식을 소개한

지에 있는 코트렐의 이름과 주소가 선으로 지워져 있고, 대신 헨리 펜위크(Henry Fenwick)

장들은 1767/68년의 둠즈데이 활자를 수록한 견본서들이 인쇄되기 이전인 2절판 견본서의

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헨리 펜위크는 1785년에 런던 조합에서 활판인쇄공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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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두 쇄들에서 추가되었을 것이다. 첫머리 장식을 소개한 두 사본에 둠즈데이 활자가 없기

서적상 그리고 인쇄 중개인이자 인쇄업자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활자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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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공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아마도 1785년에 (1,250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주소지에서 활자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소장한 견본서 두 부 중 더 후대의 것은 한 종의 종이로만 되어

주조공으로 일했다는 기록이 있는 조지프 스터지스 펜위크(Joseph Sturges Fenwick)와

있으며, 1767/68년의 둠즈데이 활자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첫머리 장식이 2개 더 추가

연고가 있는 듯하다. 조지프 펜위크는 1760년대와 1770년대에 윌리엄 캐슬런 1세 밑에서

되어 총 11개가 있고 러콤의 책에서 사용된 좁은 활자를 넓은 활자가 다시 대체하고 있는 것

일하며 자신의 활자를 제작했던 사람이다.

으로 보아, 이것은 1770년 러콤의 책에 소개된 코트렐의 견본서보다 더 나중에 인쇄되었을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1765년경부터 1785년경까

것이다. 비록 제본은 1781년에 되었지만, 인쇄는 분명 가장 확실한 연도 표시가 있는 1774

지 제작된 코트렐의 2절판 활자 견본서 중 남아 있는 사본 10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나

년 견본서보다 더 앞서서 이루어진 것이다. 세인트 브라이드 소장본의 첫 17면 중 14면의 종

는 각 견본서를 개별적으로 연구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쇄의 역사를 밝혀 낼 수 있었

이와 구성, 거기다 속표지까지 모두 이 사본과 일치되어 보인다. 비록 다른 원지에 인쇄된 면

다. 코트렐의 견본서가 제작된 방식은 오늘날의 주문형 인쇄 방식과 웹출판에 비견할 만하다.

들은 분명 이 옥스포드 소장본의 상응하는 면들보다 더 이른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새로운

물론 코트렐이 문자 그대로 고객이 필요로 할 때마다 한 부씩 사본을 찍어 낸 것은 아니지만

면들이 전반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전 면들이 후반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말이다. 주조활자 시장은 늘 고가품 시장과 저가품 시장으로 나뉘었으며,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 코트렐이 새로 인쇄가 진행되는 와중에 세인트 브라이드 소장본을 발행해서 이 두 가지

경제적 부흥은 아마도 코트렐로 하여금 저가품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만들 촉매제가 되

인쇄본을 합쳤던 것 같다. 어쨌든 이 사본은 1767/68년의 둠즈데이 활자가 실린 견본서들이

었을 것이다. 그가 제작한 대형 벽보용 활자들은 분명 문맹률이 낮아지고 대량생산 상품을 위

나오기 이전에 발행되었을 것이다.

한 시장이 열리면서 새롭게 발생된 광고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을 것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사본은 최소한 다섯 가지의 원지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이

중요한 혁신을 이룬 사람들이 언제나 성공을 구가한 것은 아니다. 바스커빌의 도서와 활

야기한 일반적인 패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여러 면들이 한 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얼

자는 늘 찬양의 대상이었으며 출시되자마자 모방이 되곤 했지만, 그의 활자가 영국에서 구닥

핏 보면 여러 다른 사본들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1780년

다리 취급을 받게 되면서 바스커빌은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인쇄업으로

대에 프랑스 왕립인쇄소 소장을 지낸 에티엔-알렉상드르-자크 아니송-뒤페롱(Étienne-

잃고 말았다. 코트렐도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활자주

조공들을 더욱 힘겨운 환경으로 내몰았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광고용 활자들의 생산이 촉진

토머스 벤슬리(Thomas Bensley)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류

되기도 했지만, 디도체와 보도니체 같은 활자들은 1690년대 파리의 왕의 로만체(Romain

인쇄공들이 그를 지원했다.

du Roi)와 1750년대 버밍엄의 바스커빌로부터 시작된 도서 조판 스타일의 변화를 더욱 부
추겼다. 그리고 그 영향이 영국으로 되돌아와 179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옛 활자들
이 쓸모 없게 되었으며, 당시 새로 나온 활자들마저 10~20년 뒤에는 구식이 되고 말았다. 니
콜레트 그레이(Nicolete Gray)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문헌에 따르면, 눈길을 사로잡는 장
식적인 활자들과 안 그래도 굵은 서체가 더더욱 굵어져 마침내 엑스 하이트(소문자 x의 높이)
의 반만큼 된 로만체 그리고 산세리프체 및 슬랩세리프체 같은 새로운 스타일들이 영국에서

년경에는 반으로 접은 종이나 반 장짜리 첩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책 제작 방식이 아예 활자
주조공들에게 외면받다시피 했다. 이제 그들은 소비자가 원할 때마다 최신의 견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데 모아 옆매기할 수 있는 단일한 면들의 모음으로 견본서를 제작했다. 새로 제
작한 활자들의 견본은 모두 한 장이나 반 장, 4분의 1장짜리 종이 한쪽 면에 인쇄하여 인쇄공
의 편의에 따라 정판한 다음 낱장으로 분할하여 견본서의 적당한 위치에 삽입할 수 있었다.

부상했다고 한다. 캐슬런이나 코트렐은 평생토록 같은 활자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후계자들

여기서도 원지는 생산 과정을 추정하는 데 많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

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활자 주조공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견본들을 생산해 내야

가 있다. 피긴스의 견본서들은 중판(Medium)이라 불리는 크기의 대형 8절판으로 되어 있

만 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다량의 활자체를 완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

다. 모든 원지는 물결무늬 종이이고, 분할하기 전의 각 장마다 대개 하나씩의 워터마크가 가

담이 될 수 있었다. 원래 있던 캐슬런 주조소와 경쟁업체로 윌리엄 캐슬런 3세가 1792년에

로 하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종이 한 장의 여덟 면 중 한 면에는 워터마크의 오른쪽

고(故) 조지프 잭슨의 주조소를 매입하여 세운 주조소 모두 불경기를 겪었고, 이 새로 생긴 주

반이, 다른 한 면에는 왼쪽 반이 있게 되고, 나머지 여섯 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게 된다. 이

조소는 1년도 채 못 가서 파산하고 말았다.

렇게 분할된 종이로 견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면들 중 4분의 3에는 원지 정보를 확인

비록 코트렐의 활자 견본서들도 다소의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산업혁명 초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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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렐의 견본서에서는 접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면들이 소수만 삽입되었지만, 1800

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 이쯤 되면 내 입장에선 구텐베르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활자주조공들의 견본서들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1800년경

이 부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로 모든 면들을 스캔하는 데 드는

광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빈센트 피

비용을 기관들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굳이 스캔을 하지 않아도 쉽게 원지를 알아볼 수 있

긴스가 1815년부터 1820년까지 발행한 견본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긴스는 조지프 잭

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이 방법이 이 시기에 제작된 견본서 면들 중 4분의 3의 원지를 확인할

슨의 주조소를 맡아서 관리했었지만, 잭슨이 사망할 당시 그의 주조소를 매입할 금전적 여유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그런 연구에 자금 지원을 해줄 곳이 금세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가 없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는 것이,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긴스가 새

그러나 이 견본들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워터마크마다 전부 연도 표시가 있고 대

로운 활자를 제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1793년부터 작은 견본서들을 여럿 발

부분 제작자의 이름도 있다는 것이다. 워터마크에서는 '1814'라고 표시된 오른쪽 절반 부분

행하기 시작했고, 스토우어(Stower)가 1808년에 일류 활자 주조공인 캐슬론과 캐더우드

이 왼쪽 절반보다 더 유용하긴 하지만, 왼쪽도 맞는 짝을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된

(Catherwood), 프라이(Fry)와 스틸(Steele)의 견본서들을 발행했을 때는 몇 달 뒤면 '완

다. 그래서 나는 표를 다시 작성했다. 이번에는 38면이 아닌 139면으로, 지종은 8종이 아닌

성될'(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였던 간에) 자신의 견본서를 발행하지 못함을 애석해했다. 피

13종으로 하여 행과 열을 구분했다. 많은 면의 원지 정보는 모르는 채로 그대로 두었다. 표가

긴스도 1808년 전후로 낱장의 견본들을 여러 종 발행하긴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으

좀 길긴 하지만 7부의 사본 중 어느 것에도 워터마크가 없는 행들을 생략하면 슬라이드 위에

며, 이때 발행한 속표지가 딸린 피긴스 견본서는 1815년까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겨우 우겨 넣을 수 있다.

코트렐과 달리, 피긴스는 자기 견본서 속표지에 대개 날짜를 기입했는데, 1815년부

그 결과는 코트렐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여기서도 흰색 칸은 원지를 알 수 없는

터 1821년 사이의 연도가 찍힌 속표지는 발견된 바가 없으며, 아마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

면을 나타내며, 검은색 칸은 해당 사본에 다른 사본과 상응하는 면이 없음을 나타낸다. 색깔

을 것 같다. 왜냐하면 1815년 속표지가 있는 사본의 표지가 1820년 날짜가 찍힌 주조소 포

이 칠해진 칸들만 보면, 코트렐의 견본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색띠들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

장지로 싸여 있었기 때문이다(이 당시에는 주조소의 견본서 포장지에 주조소에서 만든 최

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많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가끔씩은 연속된

088

신 활자와 장식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1815년 견본서의 사본 7부는 베르톨트 볼퍼

일부 면들에서 같은 종류의 원지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본은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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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hold Wolpe)가 소장한 77면짜리 사본에서부터 활자 기록보관소가 소장한 123면짜

이상의 원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긴스는 동일한 면들을 서로 다른 시기에 대량으로 인쇄해

리 사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면수와 활자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제작 순서를 확실히 알 수

놓았다가 몇 년에 걸쳐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낱장으로 보관해 두었던 면들을 필요할

있다. 이는 1년에 평균 약 8면씩 늘어난 것이며, 새로 인쇄하면서 수정되거나 대체된 면들도

때마다 가져다가 새로운 견본서를 만든 것이다. 때로는 일부 면이 부족해져서 다시 인쇄하거

있다.

나, 새로운 활자나 수정된 활자로 바꾸어 넣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1815년부터 1820년까

이제 활자 주조공들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활자를 제공해야 했고, 활자들의 교체 주기

지 처음이나 마지막 사본들에서 종종 보이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많은 행들에 한 가지 종류의

가 빨라지면서 견본들도 최신으로 유지해야 했다. 몇 개월 뒤면 유행에 뒤처질 것을 알기에

워터마크만 나타나며, 다른 행들에서도 대부분 한 종류의 워터마크만 나타난다. 물론 새로운

기존의 견본서를 그대로 다시 찍기는 힘들어졌다. 이는 코트렐이 활자 견본서를 제작했던 방

활자는 마지막 사본들에서만 추가되었다.

식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그 어려움이란 한 면에만 인

모든 사본의 워터마크 연도는 대부분 1814년이나 1815년으로 되어 있으며, 가끔 한두

쇄하는 전통적인 활자 견본서용 조판의 비효율성, 견본서 안의 적당한 위치에 새로운 활자들

면씩 1813년으로 된 것들도 있다. 마지막 두 사본에는 1817년 워터마크가 찍힌 면들이 포

을 삽입할 필요성, 편차가 심한 활자나 문양들을 함께 인쇄할 때의 어려움을 말한다. 앞서 언

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초 사본들에 있는 워터마크 역시 많은 사실을 알려 준다. 최초 사본의

급했듯이, 번호가 매겨진 장식 문양이나 활자들을 여러 면에 걸쳐서 제시할 때를 빼고는, 활

아홉 면과 그다음 두 사본의 열한 면은 연도가 1808년으로 되어 있다. 다른 사본에는 1809

자 견본서의 각 면은 보통 독립적이며 대체로 다른 면들과의 연관성이 없었다. 보다 세련된

년에서 1812년의 워터마크가 찍힌 것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피긴스가 1808년에

광고업자들과 소비자들 역시 다시금 고가품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바스커빌의

견본서를 발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의 것은 낱장으로 이곳저곳에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또는 대륙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1780년대 후반부터 1810

흩어져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1815년 견본서의 최초 사본들에 아마 그 소실된

년대까지 영국에 고급 인쇄를 유행시켰다. 피긴스는 누구보다 자신의 활자가 돋보이기를 바

견본서에서 재발행된 면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1799년 워터마크가 있는 두 면 역시 아마도

랐고, 영국 최고의 제지업자로부터 물결무늬 종이를 구매하거나 일류 인쇄공들을 고용하기

초기 인쇄본이겠지만 1799년에 나온 것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수록된 활자가

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피긴스가 자신의 주조소를 차리자 존 니콜스(John Nichols)와

너무 현대적이다. 원지를 알 수 없는 일부 면들 역시 1808년 견본서에서 나왔음에 의심의 여

지가 없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다.
피긴스는 최초로 슬랩세리프체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존하는 견본서 중 처음 5
부에는 이 서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의 사본에 가서야 대문자 네 개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많지만, 그래도 나의 연구로 산업혁명의 영향 속에서 빠르게 변
화하는 수요에 활자주조공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금이나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또 이 사본의 서두 메모에는 1819년 8월 22일이라는 기록도 있어서, 이 사본이 1819년 8

바란다. 또한 이 시기에 활자주조공들이 제작한 현존하는 견본서들을 모두 찾아 내어 전 세계

월 22일 이전에 발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위 두 사본에 보이는 가장 마지막 워터

의 관련 견본서들과 철저하게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울림이 충분히 전달되었기를 바

마크 연도는 1817년이다. 그러므로 슬랩세리프체가 수록된 첫 번째 견본서는 1817년부터

란다.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아직 전혀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견본서들도 개인 소장품

1819년 중반 사이에 발행되었을 것이다. 슬랩세리프체가 없는 5부의 사본에는 1815년 이

들 속에서 또는 기록보관소들에 묻혀 있다가 발굴될 여지가 있다. 그런 견본서들 하나하나가

후의 워터마크가 없지만, 그중 (콜럼비아 대학에 있는) 마지막 사본은 옥스포드 사본에 있는

활자주조 산업과 인쇄활자의 역사에 대한 우리 지식의 폭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되지만 이는 콜럼비아 사본이 1817년이나 그 직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슬랩세리프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옥스포드 대학과 활자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피긴스의 견본서들을 바탕으로 할 때, 최초의 슬랩세리프체 활자가 제작된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대개 1817년이기는 하지만, 새로 만든 활자를 1817년에 만들어서 곧바로 견본
서를 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1817년과 1819년 중반 사이인 1818년에 제
작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슬랩세리프체의 최초 제작 시기를 1818
년경으로 추정한다.
여담으로, 콜럼비아 대학 도서관은 윌리엄 캐슬런 4세의 산세리프체가 수록된 연대
미상 견본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최초 산세리프체를 수록한 것이라고 알려진

1816년 견본서들보다 더 이른 시기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 캐슬런의 산세리프체가 언제 최
초로 등장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대략 1810년부터 1814년 사이로 보면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캐슬런 산세리프체의 최초 제작 시기를 1812년경으로 추정한
다. 이렇게 되면 최초의 산세리프체가 최초의 슬랩세리프체보다 6년 가량 앞서게 되며, 이 사
실은 활자가 아닌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깎아 낸 산세리프체 간판들이 1805년 런던에서 폭
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저스틴 하우스(Justin Howes)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도 일치한다. 인쇄공들은 슬랩세리프체가 나오자마자 산세리프체보다 선호했고, 그래서 영
국의 다른 활자 주조소들도 곧 피긴스의 뒤를 따랐다. 피긴스가 2차로 산세리프체를 내놓았
던 1828년에는 영국의 모든 주조소들이 다양한 슬랩세리프체를 완벽히 구비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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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찍어 냈을 것이다.

록보관소 사본의 표지가 1820년 표시가 찍힌 포장지로 싸여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사본 중 하나의 1817년 워터마크 표시 면들과 원지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입증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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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페이지가 한 장만 들어가는 판에서 인쇄했거나 4절판을 (뒤집는 대신) 회전시켜 가며 두

등장하고, 활자 기록보관소의 사본에는 10개가 더 많은 총 14개가 등장한다. 앞서 활자 기

열 면을 거의 포함하고 있다. 사실 콜럼비아 사본에서 원지가 확인되지 않은 세 면은 나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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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벌의 조판으로 두 장을 한꺼번에 인쇄했으리라 추정되는 사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8절

프랑스와 네덜란드 주조소들도 이미 슬랩세리프체를 제공하고 있었다.
베르톨트 볼퍼는 자신이 보유한 피긴스의 견본서 사본과 옥스포드 및 스티븐슨 블레이
크(현재는 활자 기록보관소)의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여 11 면에서 조판상의 변화가 보임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사본에 있는 면들이 더 앞서 인쇄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심지어 활
자들 중 하나는 1810년 이전에 '제작'되었다는 증거까지 제시했다(그는 조판도 1810년 이
전에 되었다고 보는 듯하다). 비록 대부분 워터마크는 없지만 이 면들 중 일부는 1808년 견
본서에서 시간상 더 멀리 떨어진 것들일지도 모른다. 원지가 확인되지 않는 면들 때문에 비교
가 어렵기는 하지만, 같은 원지에 다르게 조판된 면들이 인쇄되었다는 언급을 볼퍼가 한 적이
있다. 오래된 원지가 훗날의 인쇄 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조판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시기에 인쇄되었다는 보장은 없다. 조판상의 차이는 주로 커
다란 활자들을 단 몇 마디의 어구로 제시하는 면들에서 나타난다. 그런 페이지는 몇 분만에
뚝딱 조판할 수 있으며, 두 페이지가 유사하다면 한꺼번에 인쇄하기도 쉽다. 그래서 활자주조
공은 아마 이런 페이지들을 두 벌씩 조판하여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인쇄했을 것이다. 피긴스
견본서들에서는 그에 대한 증거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지만, 같은 시기의 캐슬런 견본서에서는
비슷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콜럼비아 대학이 소장한 윌리엄 캐슬런 4세의 1816년 견본서
에서는, 한 면이 부정확하게 잘려 있어서 원래 두 개의 거의 동일한 두 면이 하단부가 맞붙은
채 인쇄되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면은 일부분만 볼
수 있어서 두 면 사이에 어떤 조판상의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는 힘들다. 이 페이지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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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4

The Gradual Process of Printing – or: Who Prints,
What is Printed and – Why?
All of us in IAPM, as in AEPM, share the conviction: printing is the basic

Stefan SOLTEK
Klingspor Museum,
Offenbach, Germany

matter to establis he world of information. The issue of printing can look
back to a tremendous tradition and substantially means a heritage that
has to be carefully preserved. Therefore we speak about taking care of the
knowledge of the technical ingredients that garantue a propper printing and
– despite of all non-printed flow of picture and word – strengthen the civil
right to share information.
This talk wants to add some very few hints to specific prints and printers
just to indicate the different circumstances which determine specific kinds
of prints. It is the variety of intention and handling of the act of printing that
contributes to a wide range of what is called „print“ and „printing“. The more
we emphazise to collect these and many other specifics, not only in terms
of different territorial aspects but of various plausible concepts to spread
information-and-artwork, IAPM will be encouraged and need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profile and the meaning of „print“ and „printing“.
This talk takes the Klingspor Museum – a known place for bookart ,
typography as well as calligraphy – as one of many possible sources/places
to present a small number of prints, each of its ow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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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ted picture is the embossment of a mental idea on a material
background (Beat Wyss) „Aufprägung einer geistigen Idee auf die Mat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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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g the printing results of a brandnew brochure concerning work of
the copperprinter and artist Anton Würth (born 1955 in Southern Germany)
initiated an intense discussion. A lack of blackness in the reproductions of
the thin lines of Würths copperprints got obvious in comparison with an
earlier catalogue showing quite similar prints of the artist. The brochure is a
digital print the catalogue was an offse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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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argument was clear: The digital technique was not able to reach
the same quality as the offset. The counter position said: Yes and – no:
The digital print is the technique of today. Its quality is to represent the
way printing occurs in the very presence. Only the circumstances of that
procedure are relevant to establish an argument for quality. The loss of
exactness, of depth in the printng may be evident but this difference is just
what it is – a difference. It is the differrence between how a print was done
in former period and how the printing takes place right now. It even m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digital process could provide with the quality
of being actual in terms of corresponding with our highly digitalized living;
whereas the old(er) technique (offset) establiishes a quality which might be
declared “out of in time“. I get back to that aspect later.
Over the months beeing attached to IAPM (the same with AEPM) I asked
myself: what has the Klingspor to do with these organisations. They deal
with the techniques , the instruments and maschinery of printing. And

the Klingspor only collecting and presenting printed matters (and many
non-printed as well) seems to be quite different. So would it not be more
adaquate to be part of the ICOM department for prints and drawings. But
taking a closer view I came to correct my position. I now understand the
associations of printing museums as melting pots for the phenomenons of
theory, of practice, of arts and crafts.
Only some months ago I came to look at the front page of the feuilleton in
the decent german newspaper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Two
articles were side by side, the one quoting the chief of the Diogenes Edition,
saying: the bookselling is in troubled waters and under high pressure of less
and less readers. The other was a description of the new public library of
Teneriffa, celebrating its superb facilities for yougsters to stay there, feeling
comfortable while spending their time. Also, a building made for a propper
housing of those who had to do their scientific work.
So there it was: a quite clear example for our present situation: A belletristic
world is struggeling with the printed matter named: the book. The readers
studying their annuals , periodica and specialised books , and certainly
even more frequently their notebook screens, do so to follow the aims and
intentions of their fields of study.
Printing has to do with both these areas. And IAPM proves relevance in
beeing connnected with both those central fields of society : culture and
education; the sphere of leisure and the sphere of work.
And that means to maneuver right in the middle and showing connex with
both of the strings of society : the cultural and the pedagocial section .
Printing can be a process of both intentions of education and entertaining
people. At the end, or better, at the beginning these aspects put together
means to build a plattform of inFormation . Printing is nothing else but
to provide with a form that is able to take on the inspiration and ideas of
senders and transform their activity into the printed matter. Printing, seen
that way, establishes a vivd process, even a vivid, strong part of a society that
accepts exchange as its main essential.
The Klingspor Museum is NOT a museum of newspapers or informative
media understood the comon way. But it has a rich collection like many
other collections of printed matters have. The more individual the single
pieces are the more they fit into the grit of that INFORMATION I pointed out.
So whatever printed book or material I may show to You I do so being fully
convinced that - however peculiar they may be - they still contribute to this
network of printing which is endlessly rich of ideas and is a solid soil of
human beiings in contact with each other.
The first example I quote is the Eckmann Schrift , represented by the
morvalous probe printed in 1901.

It simply impresses us by the excellence of its printed pages. The colours,
rich and delicate, go togehter with the beauty of the black which can be
found in the letters. They almost appear like fluid swinging dancers. It is the
intensity of the print that can be felt haptically when flipping through the
pages. And all that richness is finally expressed in the figure of the white
swan and the black ravens. But basically I want to emphazise the stepwise
process. Otto Eckmann would use a brush to create his Alphabet. Yes, he
was in fact executing a painting or a brush-drawing. And he had certainly
his trouble to agree to a long act of finishing, even altering his draft by
the hands of the punchcutter. These changes of the draft (brush drawing)
were vital to end up with letters (printed in the probe) that would stand
the pressure of the printing-machine. So in this case we have the classic
situation of an idea of one person and another one to translate that idea into
a makable visualisation in terms of printing.
Getting to the other situation when all of the undertaking is in one
hand, I may quote Michael Krüger, a german editor who said: writing –
and I substitute the word : printing – is the most civilised form of self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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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econd example is a book by Veronika Schäpers. The trousers salesman.
The stroy deals with tow men. One of them is a salesman the other who
does not like to get sold anything. They fight a battle words against words
and gestures against getsures but the artist makes it a battle in a boxing
ground. The pages, all completely transparent, form the area of the boxring.
And as on each page we have a couple of boxers, each in a different position
of fighting, the whole of the pages especcailly when moved (tunred round)
make the grimly fight itself. And that is because of the fine delicate way the
red colour is inkjet-printed on the surface of the foil-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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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perb example of verifying the transparancy of the printing technique is
given by Japanese artist Ryoko Adachi in her artist‘s book „Announcement“.
Figures of an Angel and Maria from pictures which were painted in the
middleages by the Italian painter Simone Martini visualize the outstanding
fact that Mary inspired by the holy ghost would become the mother of her
son Jesus Christ. Adachi connects the issue with a declaration of the EthicsCouncil in Japan to control the new medical technique of cloning. Adachi
cuts out the old noble figures. And by the softening way she uses silkscreenprinting the figures are almost fading away into the background of the
pages. Very fine and thin layers of pink, coming out of an inkjet-printer point
out the modern document of the Ethic-Council, the papersheet and the
writing instrument. The extremly transluicid prints melt together as both
the contents do. The old blieve in gods authority when it comes to creation
life surfs beneath the new scientistic hybris. The very soft printed figures
cause a delicate atmosphere giving a clear hint at the precarious situation
of loss. It is the loss of an old traditioned, possibly old fashioned conviction
exchanged in favor of a new ethic position. Rioko Adachi quite obviously

acitvates the processes of printing to provide with an essential support the
content and the message of the book and its pictures.
A further example is a serie of prints done by artist Lola Läufer. All pictures
come under the headline „It’s about consequence“.
We can regard Lola’s use of different ways to prepare the printing forms. She
takes photographs for some parts of her picture and just a field of colour
in addition. Printing will harmonize an intense neighborhood of both of the
heterogeneous matters: the reality of the shot picture and the realitiy of the
spread out colour. The process of printing melts both sections together. the
priniting is good for a unification of the different sections and messages
to definetly rush them into the one thing they are: one InFormation. What
a simple and congenious act of integration. Mind You it is these prints by
the artist that make me visually believing in the mechanics of humanistic
tolerance in an sociaety organism that undertakes studies in its surviving.
Printing is – almost like the reflected work of museums – a way to
strenghten the sense for the flow of time . Printing is not a content of
archeology or naiv nostalgy. But yes , it constitutes a status quo ( when
preparing the form) which – whatsoever later – will find its metamorphosis
in the print itself. Writer and journalist Andreas Platthaus judges a novel
speaking about „Reminiszenzen an frühere, gute Zeiten, die aber doch
nichts anderes sind als die Bedingung zur Möglichkeit der Gegenwart “
(connection with good old times beiing nothing else but the condition of a
possible presence). A drawing as well as a painting evokes a message –
yes. But, even when it is done in a couple of steps, they principally are of
the same equivalent characteristics: one stroke of pen, another stroke of
the pen and so on. Printing is different. It is another organisation of a basic
level which offers a chance to become a message. This first pre-position
inevitably forces a second step, a post-position, which enables the user to
read the message and relalise, more or less aware of the act behind, the act
of pre-vilige. The repetition of this second act which can cause a repetition
of this transition is a possibility to strenghten the act of In-Forming. But,
and this has to be a contradiction, it also may be that the stopping of the
process after only one single print makes the mikrokosmos of initiation and
consequence even clearer, more obvious.
Lola Läufer is very convincing in her way of producing these one -termprints to emphazise her moments of collecting and the moments of
reflectting into a stadium of enacting the reality of what she has seen and
makes the spectator regarding. Thus, there can be a very meaningful and
heavy reaction oft he act oft he printing. This is what makes me belive in the
motto thinking into printing.
Who ever undertakes to print something will probably stick to one of two
poles: he either is a servant in terms of matching the need to reproduce
some text or image. The other follows a complete conception. He has a fair
idea of the final look which is the result of a precise mixture of thought

and feeling. He is a servant to the appeal of a one form that is related to a
lot of in-Forming; so he ends up with a product, that only could be realized
because his composer would know of the infinity of his idea; and yet would
know he could manage to get somewhere unexpected but fruitful; step by
step: by forming his intention and idea; filling it into a sketch-drawing, than
going for the preparation of a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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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arthistorian Beat Wyss and his saying that printing is the
embossment of a mental idea on a material background. In copperplateprinting that embossement takes place and to some degree it does in offset.
Whereas in digital printing – possibly – does not. Digital printing does not
live from any embossment, not any pressure that is given onto the printing
form. There we don’t have an idea pressed onto paper. Digital printing is
rather a photographic adoption, a soft implementation. The imprinting or
embossement of a conviction is modified to a kind of shifting of contents.
The act of impact and output leads to something different, independent
from the sheer visibility. Anyway, wouldn’t we be forced to reflect that actual
difference? Wouldn’t we gain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dically superfficial way of transfering information in rather a print-wise
than a real printing technique? Wouldn’t we see it parallel to our “Zeitgeist”
and its hastiness and fastness⋯ So it might be worth to take the technique
of transfering information in comparison to chracteristics we can detect in
the system of social practice. Checking the spirit of printing would mean
checking the spirit of ourselfs concerning our techniques of thinking in
terms of essential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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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us von Kues was a great thinker in the 15th century. One of his
convictions was that you need two different even opposite phenomenons to
come close to a precise third one. He called it: coincidencia oppositorum.
Nikolaus lived when Gutenberg started a new era of printmaking. And he
lived at no place in Germany longer than in Mainz. Nikolaus would have been
clear to see the one situation of preparation (plate making) and the second
one of prosperation (plate using). Putting together both of them celebrates
the essence of the one print.
So finally we may once again look back to the Anton Würth-prints and their
reproductions and to Lola Läufers work to put the question:
Is a printing technique just and purely what it is? Does it simply refer to
a specific technical procedure and the visible result of the printed sheet?
Or, does the technique also correspond with the epoque of its usage. In
other terms: Is it possible that a printing technique can provide with an
excellent image of the print and yet has fallen out of the time? I am afraid
the question could seem to be a silly one, on the other hand it might invite
us to study each single print or undertaking in printing to fully understand
what its message can be. When Anton Würth decides in favor of engraving a
copperplate he may be as much IN his time as he may be OUT of time when
complaining the digital print of the brochure that has to represent (not to

present) his copperprint in the Year 2018⋯.
All the matters I have shown connected with Otto Eckmann, Anton Würth,
Ryoko Adachi, Veronika Schäpers and Lola Läufer are some of many other
possible examples to verify the old wonderful structure of printing. Knowing
to know too little about it, I still allow myself to suppose that this way of
looking at things is very well establshed in asian thingking. Jikji marks an
initial moment when the far older idea of printing got radically modernized
in a preindustrial dimension wich is shows its relevance up today and
tomorrow.
I appologise for having bothered You with all too trivial matters. I simply
ment to remind us oft he good old idea of printing hoping it earns this
remembrance from time to time. It is this kind of thinking IN and thinking
ABOUTprinting (and the printing of thoughts) that to my understanding can
be of further input to our new forum of exchange, called IAPM.

발표 4

점진적인쇄과정 : 누가, 무엇을, 왜 인쇄하는가?
세계인쇄박물관협회(IAPM)의 일원인 우리 모두는 유럽인쇄박물관협회(AEPM)와 마찬
가지로 인쇄가 정보의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는 신념을 공유한다. 인쇄술 이슈는 방대한

슈테판 졸텍
클링스퍼 박물관

전통을 돌아보게 하며, 본질적으로 세심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전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쇄는 이들 두 분야와 모두 관련이 있다. 그리고 IAPM은 문화와 교육(여가와 일)이라
는 사회의 두 중심 분야 모두와 연계하는 것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중간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는 수단과 증명은 문화와 교육 분야라는 두 사회 분야와 관련

는 적절한 인쇄를 보장하며, 인쇄되지 않은 그림과 단어의 모든 물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

이 있다. 인쇄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즐겁게 한다는 두 의도를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과정이

보를 공유할 권리를 강화하는 기술적 요소들에 관한 지식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될 수 있다. 결국 또는 더 낫게는, 초기에 이러한 측면이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수단을 제시

이번 발제를 통해 특정 종류의 인쇄물을 결정하는 각양각색의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특정

한다. 인쇄란 송신자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담고 그의 활동을 인쇄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를

인쇄물과 제작자들에 몇 가지 조언을 더하고자 한다. 광범위한 “인쇄물” 또는 “인쇄술”이라고

제공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인쇄는 교류를 주요 본질로 인정하는 사회의 생

불리는 것에 기여하는 것은 인쇄행위의 의도와 처리의 다양성이다. 다양한 지역적 측면뿐 아니

생한 한 과정이자, 심지어 생생하고 강력한 일부가 되기도 한다.

라 정보와 예술작품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하고 타당해 보이는 개념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들과

클링스포 박물관은 흔히 생각하는 신문이나 정보매체의 박물관이 아니다. 그러나 이 박

다른 많은 세부사항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 할수록, IAPM은 “인쇄물”과 “인쇄술”의 프로

물관은 다른 많은 인쇄물 컬렉션처럼 풍부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단일 작품이 독특할수록

파일과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정보의 모래알’이라는 개념에 더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발제에서는 각자 고유한 특징을 가진 소수의 인쇄물을 전시하는 많은 출처/장소

에게 보여줄 수 있는 책과 인쇄물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특이하든지, 여전히 한없이 풍부한

들 중 하나로서 북아트와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로 유명한 클링스포 박물관(Klingspor

아이디어를 지니며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단단한 토양인 이 인쇄의 네트워크에 기여한다

Museum)을 다루고자 한다.

고 전적으로 확신한다.
첫 번째 예시는 1901년에 인쇄된 뛰어난 작품집으로 대표되는 에크만 슈리프트(Eckmann

“인쇄된 사진은 물질적인 배경에 정신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한 부조이다.
— 비트 비스(Beat Wyss)”

Schrift)입니다.
에크만 슈리프트(EckmannSchrift)의 인쇄된 페이지들을 보면 그 탁월함에 감동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풍부하고 섬세한 색상은 문자의 검정색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동판화가이자 작가인 안톤 뷔르트(Anton Würth)(1955년생, 독일 남부 태생)의 작업에

우아하게 움직이는 스윙댄서처럼 보인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면 촉각으로 인쇄물의 강도가

관한 새로운 브로슈어의 인쇄물을 검토하면서 열띤 토론이 촉발되다. 뷔르트의 꽤 유사한 판화

느껴진다. 그리고 그 모든 풍요로움은 마침내 하얀 백조와 검은 까마귀의 형상으로 표현된다.

를 실은 이전 도록과 비교하자 이 작가의 동판인쇄물의 얇은 선을 나타낸 복제품에는 암영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단계적인 과정이다. 오토 에크만(Otto Eckmann)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브로슈어는 디지털 인쇄본이고 도록은 오프셋 인쇄본이었다.

은 알파벳을 그리는 데 붓을 사용하곤 했다. 사실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에크만은 틀림

한 가지 주장은 분명하다. 디지털 인쇄는 오프셋 인쇄와 같은 품질에 도달할 수 없었다.
반대 입장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인쇄는 오늘날의 기법이며, 디

정했다. 이러한 초판(붓 그림)의 변화는 인쇄기의 압력을 견뎌낸 (작품집에 인쇄된) 문자들을

지털 인쇄의 품질은 인쇄가 발생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그 절차의 정황들만이 품질에 대한 주

탄생시키는 데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이 그

장을 입증하는 데 관련이 있다. 인쇄에서 정확성과 깊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분명할지 모르

아이디어를 인쇄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시각화로 전환시킨 전형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지만 이 차이는 그저 하나의 차이일 뿐이다. 그것은 이전 시대에 인쇄물이 제작된 방식과 지

프로젝트 전체가 한 명의 손에 달린 다른 상황을 살펴보면서, 독일 편집자 미카엘 크뢰

금 현재 인쇄가 이루어지는 방식 간의 차이이다. 심지어 디지털 프로세스가 고도로 디지털화

거(Michael Krüger)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곧, “글쓰기는 [이 단어를 인쇄로 치환하겠

된 우리의 삶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실제와 같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다] 인쇄는 가장 문명화된 형태의 자기 이해이다.”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도 있다. 반면, 더 오래된 기술, 곧 오프셋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는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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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장시간에 걸친 마무리작업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펀치커터를 이용해 초판을 수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살펴보겠다.

두 번째 예시는 베로니카 쉐퍼스(Veronika Schäpers)의 책 『바지 세일즈맨(The

Trousers Salesman)』이다. 이 책은 두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한 명은 세일즈맨이고 다른

IAPM(AEPM도 마찬가지)에서 일한 몇 개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클링스포

한 명은 아무 것도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둘은 사사건건 다투는데 작가는 이를 권투 경기

박물관이 과연 이 조직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 그들은 인쇄기법, 도구, 기계를 다루는

로 표현한다. 완전히 투명한 페이지들이 권투 경기장의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반면, 클링스포는 인쇄물을 (그리고 많은 비인쇄물도) 수집하고 전시할 뿐이기 때문에 다른 점

두 권투선수가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어 전체 페이지들을 넘기면 (돌리면) 잔혹한 싸움

이 꽤 있어 보인다. 그러니 클링스포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판화·드로잉 부서의 일부

을 보여준다. 이는 알루미늄호일로 된 페이지의 표면에 붉은색을 잉크젯으로 인쇄한 매우 정

가 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 본 후 나는 입장을 바꾸었고, 이제

교한 기법 덕분에 가능하다.

는 인쇄박물관협회들을 공예의 이론과 실천들이 하나로 녹아드는 도가니라고 생각한다.
불과 몇 달 전, 우연히 저명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rankfurter

인쇄기법의 투명성을 입증한 탁월한 사례는 일본 작가 아다치 료코(Ryoko Adachi) 의
책 『발표(Announcement)』에서도 볼 수 있다.

AllgemeineZeitung, FAZ)의 비평란 1면을 접했다. 두 기사가 나란히 게재되었는데, 그

중세 이탈리아 화가 시모네 마르티니(Simone Martini)의 작품에 등장한 천사와 성

중 한 기사가 “서적판매는 난항 중이며 점점 줄어드는 독자 때문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모 마리아의 형상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모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데오게네스 에디션(Diogenes Edition) 편집장의 말을 인용했다. 다른 하나는 테네리페 섬

다는 놀라운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아다치는 이 작품을 새로운 의료기술인 인간복제

(Teneriffa)의 새로운 공립도서관에 관한 기사로, 청년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머물기

(cloning)를 통제하겠다는 일본 윤리위원회의 선언과 결부시킨다. 아다치는 천사와 성모 마

에 좋은 최고의 시설이라 상찬했다. 또한 과학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

리아의 형상을 그대로 잘라낸 후,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만들어 형상들이 페

시설을 세웠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렇다. 이 기사들은 우리가 오늘날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꽤 분명한 예시였다. 즉, 순문

이지의 배경으로 거의 사라지듯이 처리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 나온 극도로 미세한 분홍빛
레이어들이 일본 윤리위원회가 내놓은 현대 문서와 인쇄지, 필기도구를 가리킨다. 극도로 투

학 세계가 책이라고 명명된 인쇄물과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연보, 정기간행물, 전문서적을

명한 인쇄물들이 의미와 함께 녹아든다. 옛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은 신의 권한이라고 믿으며

보는 독자들, 그리고 분명 노트북 화면을 더 자주 보는 독자들은 그들의 연구분야의 목적과

새로운 과학의 교만함 밑으로 헤엄친다. 매우 부드럽게 찍힌 형상들은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

의도를 따라가기 위해 그렇게 한다.

내어 상실이라는 위태로운 상황을 뚜렷하게 암시하는데, 이는 새로운 윤리적 입장과 맞바꾼

오랜 전통의, 아마도 시대에 뒤쳐진 신념의 상실이다. 아다치는 분명, 책과 그림들이 담은 내

정신”과 그 성급함과 유사하다고 깨닫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관행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용과 메시지를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인쇄 과정을 크게 이용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특징들과 비교하여 정보를 전하는 기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수도

또 다른 사례는 작가 롤라 로이퍼(Lola Läufer)의 시리즈 중 하나이다. 모든 그림이 “결
과에 관하여(It’s about consequence)”라는 헤드라인 밑에 제시된다.
우리는 롤라가 갖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롤라는 그

확한 세번째 현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다른 두 반대 현상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이를
‘대립의 일치(coincidencia oppositorum)’라고 불렀다. 니콜라우스는 구텐베르크가 인쇄

를 통해 조화를 이룬다. 인쇄의 과정이 이 두 섹션을 하나로 녹아들게 한다. 인쇄는 서로 다른

의 신기원을 열었던 바로 그시기에 살았고, 독일 마인츠에 가장 오래 거주했다. 니콜라우스는

섹션들과 메시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정보’로 갈무리하는 데 유용하다. 얼마나 간단하고 동질

제작이라는 하나의 상황(판 제작)과 활용이라는 두번째 상황(판 사용)을 보았음이 틀림없다.

적인 통합의 행위인가? 자신의 생존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 사회유기체 안에서 인도주의적 관

이 둘을 합치면 인쇄물의 핵심이 하나 탄생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톤 뷔르트의 작품들과 복제본, 그리고 롤라 로이퍼의 작품들로 돌아
가 다시 살펴보고 질문을 던져보자.

식이다. 인쇄는 고고학이나 순진한 향수의 컨텐츠가 아니다. 하지만 인쇄는 (틀을 제작하는

인쇄술은 그저 단순히 인쇄술에 불과한가? 인쇄술이란 그저 특정한 기술적 절차이고 인

시점인) 현상태를 구성하고, 아무리 뒤늦었다 할지라도 현상태는 인쇄물 자체에서 변형된 모

쇄물의 시각적 결과물을 일컫는 것일가? 아니면 이 기술은 사용되는 시대에 부응하기도 하는

습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이자 언론인인 안드레아스 플라트하우스(Andreas Platthaus)

가? 달리 말하자면, 인쇄물의 탁월한 이미지를 제공한 인쇄술이 시대에 뒤처질 수도 있을까?

는 “좋았던 옛 시절과의 연결은 현재의 조건에 불과하다 (Reminiszenzen an frühere,

우문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한편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의 인쇄물이나 인쇄작

guteZeiten, die aberdochnichtsanderessindals die BedingungzurMöglichkeit

업이 지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을 연구하게 된다. 안톤 뷔르트

der Gegenwart)” 고 말하는 소설을 비판한다. 회화뿐만 아니라 드로잉도 한가지 메시지를

가 2018년에 자신의 동판화를 (제시가 아니라) 대신하는 디지털 인쇄된 브로슈어에 대해 불

떠올린다. 그러나 그림이 몇 단계에 걸쳐 그려질 때조차, 그것들은 펜 한 획, 또 한 획 등 주로

평한다면 이는 시대에 뒤쳐진 것일 것이며, 그만큼 그의 시대에 동판에 새기기로 선택하는 것

동일한 등가의 특징들을 지닌다. 하지만 인쇄는 다르다. 인쇄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은 그 시대에 걸맞는 선택일 수 있다.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또 다른 체계이다. 이 첫번째 전치사는 불가피하게 두 번

지금까지 오토 에크만, 안톤 뷔르트, 아다치 료코, 베로니카 쉐퍼스 그리고 롤라 로이퍼

째 단계, 즉 후치사를 강제하고, 이것은 사용자가 그 메시지를 읽고 (이면의 행위를 대략 인식

와 관련하여 제시한 모든 사안은 인쇄의 오래고, 놀라운 구조를 입증하는 수많은 사례들 중

하고) 특권행위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전환을 반복되게 하는 이 두 번째 행위의 반복

일부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이 동양의 사고방식에는 잘 수립되

은 알림(Informing)이라는 행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어 있다고 추측해 본다. ‘직지’는 인쇄에 대한 옛 사고방식이 산업화 이전 급격히 현대화 되어

되어야만 하며, 또한 오직 한 번의 인쇄 후에 과정을 멈추는 것이 시작과 결과로 이루어진 소

현재와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바로 그 최초의 순간을 상징한다.

우주를 한층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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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우스 폰 쿠에스(Nicolaus von Kues)는 15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는 정

림의 일부분을 위해 사진을 찍고 추가로 바탕의 일부를 색으로 칠했다. 찍힌 사진의 현실과

인쇄는 박물관에 걸린 반사된 작품처럼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

103

자신의 정신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 도포한 컬러의 현실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은 인쇄

용의 역학을 시각적으로 믿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 작가의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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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쇄의 정신을 확인하는 것은 핵심 네트워킹의 측면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관한 우리

너무 많은 사소한 문제들로 여러분을 괴롭힌 점 사과 드린다. 인쇄에 관한 좋은 옛 생각

롤라 로이퍼(Lola Läufer)는 기억을 수집하던 순간들과 바라본 현실이 펼쳐지는 경

이 때때로 기억되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했을 따름이다. 제가 이해하기로 세계

기장을 반추하는 순간들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1회 인쇄물을 제작하는 방식에 강한 확신

인쇄박물관협회(IAPM)라는 우리의 새로운 교류포럼에 또 하나의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은

을 갖고 있으며 관객들이 그녀의 작품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인쇄 행위에 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인쇄 안의 생각(thinkng in prinitng)’와 ‘인쇄에 관한 생각(thinking

한 매우 의의 있고 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생각을 인쇄로(thinking into

about printing)’이다.

printing)’라는 모토를 믿게 되었다.
무언가를 인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음과 같은 양 극단 중 하나에 집착할 수 있
다. 그는 어떤 글이나 이미지를 복제할 필요성에 복무한다는 측면에서 하인이 된다. 또는 전
체적인 구상을 따른다. 그는 사고와 감정이 정확하게 혼합된 결과물인 최종 형태를 또렷이 떠
올릴 수 있다. 그는 수많은 ‘알림’과 관련된 한 가지 형태가 가진 매력에 빠진 하인이다. 그래
서 결국 하나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데, 이는 작가가 제 아이디어의 무한함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뜻밖에 생산적인 어느 지점에 간신히 도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겨우 실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의도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스
케치로 옮긴 후, 인쇄물로 제작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미술사가 비트 비스(Beat Wyss)로 돌아가 인쇄란 물질적인 배경에 정신적인 아이디어
를 표현한 부조라는 그의 말을 살펴보자. 동판인쇄에는 부조가 행해지며 어느 정도는 오프셋
으로 실시된다. 반면 디지털 인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인쇄는 어떤 부조도 없
고 인쇄판에 압력을 가하지도 않는다.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압력을 가해 찍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인쇄는 사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이다. 신념을 새
기거나 부조로 표현하던 것은 일종의 컨텐츠 변경으로 변화된다. 임팩트와 출력 행위는 순전
한 가시성과는 별개로 어떤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어쨌든, 우리는 그 실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정보를 진짜 인쇄기술 대신 인쇄에 편리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급진적으로 피상적인 방식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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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able metal type, which appeared in the first millennium, i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inventions in human history for enabling a simpler
method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a vast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eventually led 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Koreans, the
inventors of movable metal type, printed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the Great Buddhist Priest Baegun’s Zen
Teachings), or Jikji (1377). This historic work is listed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s the world's oldest surviving work printed using
movable metal type. Yet the Korean invention of the world’s first movable
metal type was not mere coincidence but an inev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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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before Jikji came out , Korea had developed high - level printing
technology that produced Mugujeonggwang dae darani gyeong (The Great
Dharani Sutra) (705–51), the world’s oldest existing woodblock print. During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s, Koreans utilized their knowhow to
cast a large-scale iron Buddhist statue. During the Goryeo period,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possessed the infrastructure to manufacture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 and ink in the form of an oil soot ink stick,
as well as casting technology. Based on the accumulated technologies and
conditions of the era , the printing of Nammyeong Cheon hwasangsong
jeungdoga (Song of Enlightenment with Commentaries by Buddhist Monk
Nammyeong) (prior to 1232), became the world’s first recorded work of
metal movable type printing. Sangjeong gogeum yemun (Codified Ancient
and Contemporary Rites) was published around 1234 using metal movable
type. In the late Goryeo period, printing technology on the peninsula was
developed enough to enable the world’s first movable metal type printing,
Jikji , at the site of the Buddhist temple Heungdeoksa in Cheongju.
Movable metal type printing of the Goryeo Dynasty was passed on to
the succeeding Joseon Dynasty ( 1392–1897 ), leading to breakthroughs
unprecedented in global printing history . King Taejong ( r . 1400–18 )

be printed and widely distributed everywhere in his kingdom. King Sejong
(r. 1418–50), extremely passionate about improving typesetting technology,
spurred efforts to spread the casting of the typeface Gyeongjaja (1420) and
the standardization of type printing. Gabinja (1434), a typeface created in
the sixteenth year of his reign under Yi Cheon’s supervision, constituted a
large-scale project that attracted the participation of leading technicians
and scientists of the times such as Jang Yeong-sil and Yi Sun-ji. As a result,
over 200,000 movable pieces of metal type, called sorts, were completed in
large and small sizes and led to a remarkable development in type printing
technology. This greatly contributed to the mass publication of books under
King Sejong’s reign, including those on astronomy and divination studies.
Joseon’s type printing technology was extremely advanced for its time and
had an immense impact on the history of printing in East Asia, including
China and Japan. As such, traditional Korean technology in type printing has
received attention since its inception to the development of printing culture
on a global level.
Today, however, th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Korean society has
optimized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every field, creating a crisis for the
nation’s traditional culture including printing. Having achieved impressive
development in industry and finance from the twentieth century, Korea
has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economies. In the process, however, the
country has neglected to excavate and preserve the roots of its science and
technology inherent in its traditions and failed to maintain related values.
Digitization has made traditional printing technology obsolete on a practical
basis, yet those well-versed in traditional printing techniques are important
cultural assets to any country for preserving and transmitting tradi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Numerous experts in traditional skills have devoted
their lives to preserving their knowhow on their own without government
support , but because fewer successors are willing to carry on such
knowledge, passing them down to the next generation is growingly difficult.
Despite this unfavorable circumstance ,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tunately implemented policy toward and supported the preservation and
passing on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despite the difficul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at arose in the country aft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War. Two prime examples ar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of January 1962 and a government policy
toward important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enacted in December
1964. Next was the formation and systemization of institutions for protecting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ny of which continue to run today.
By implementing these actions, Korea was deemed a country that sought to
preserve and pass on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rly on. Such efforts
caught the ey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which introduced Korean systems of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proposed to member states the well received idea of setting up national systems of “living human treasures.”
This paper examines Korean policy towar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vering systems such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ransmitter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and Master
Hands. Another topic is a long-term project to restore the history of Korean
type printing technology, a tradition that was discontinued after Japanese
occupation, and the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traditional type printing
technology, management of the Early Printing Museum and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for offering a hands-on experience to visitors,
pre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culture with lead
movable type, and the Movable Type Workshop in Paju, Gyeonggi Province,
for educational purposes.

II. Systems for Safeguarding, Passing On, and Foste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①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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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Paragraph ①, Subparagraph ( 2 ), of Article 2 ( Definitions )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 term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refers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ssed down over
generations and corresponding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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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r art genres
Traditional skills related to crafts or arts
Traditional knowledge of Korean medicine, agriculture or fisherie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Traditional lifestyle elements inclu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Social rituals such as those of folk religions
Traditional forms of entertainment, festivals, handicrafts,
and martial arts

Among these categories, traditional printing technology such as movable
metal type, hanji , (traditional Korean paper), gakja (calligraphic engraving),
inkstone, and ink stick belongs to “traditional skills related to crafts and art,”
or specifically crafts.
② Designation and Management

Designations of Kore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classified as 1)
government and 2) municipal or provincial. The former is designat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Act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 Act

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passed in 2018, and related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The latter is done accord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and the ordinances of each city or province.
• Designating and managing skills in printing technology (i.e. metal movable
types , Hanji ( traditional Korean paper), Gakja ( calligraphic engraving),
inkstone, and ink stick)
Traditional printing technologies such as metal movable type, paper (Hanji ),
calligraphic engraving (Gakja ), inkstone, and ink stick are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at all levels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irst, the production of metal movable type was designated and managed
as government-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designation in February 1996 of Oh Gukjin as the first master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1,
Geumsok Hwaljajang ( Metal Movable Type Making ). Later in 2007 , he
received designation as the honorary holder of traditional type casting
skills and focused on preserving them. His apprentice Lim In-ho received
the same designation in 2009. Lim has since worked on the restoration
project to recreate traditional metal typefaces and managed the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in addition to preserving, protecting, and
passing down knowhow in metal movable type.

Hanji i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esignated and managed by both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his government-recognized skill
is 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 117, Hanjijang
( Korean Paper Making ), whereas regional governments designate and
manage it as Hanjijang or Jijang.
Gakja (calligraphic engraving) is also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same
governments, being referred to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6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Gakjajang or Seogakjang by regional
authorities.
Inkstone is designated and manag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nly at the municipal or provincial level, two of which are the
provinces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Ink stick holds the same designation and management as inkstone, but the
province Gyeongsangbuk-do is the country’s only regional government to
manage the craft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35.
③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mentioned above, Korea has devised advanced policy toward designating
and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recognizing and
supporting traditional skill holders since the 1961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rough the 2018 adop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The dawn of government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came
with the passag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January 1961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towar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December 1964. These two developments enabled the
foundation of systems for protecting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providing systematic infrastructure.
Korea and Japan are the two most experienced countries in Asia in legislating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apan passed a law 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in the 1950s and Korea followed suit in the 1960s.
Korea , however , did more than Japan by devising more developed and
systematic measure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implementing systems to provide stable support for traditional skills
holders in 1970 and starting a government-led transmission training system
in 1982. While Korea set up a mandated system of transmission training,
Japan simply operated a form of management with differ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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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 Korea in November 1990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under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classified the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part of major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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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ctober 1994,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was amended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under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traditional skills and arts and
issued certificates . Through this system , key tasks were relegated to
individuals or groups possessing such knowhow or being capable in arts to
independently conduct transmission training and issue certificates. • 1
Through these efforts , government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which included the safeguarding and passing down of
such properties and standardizing financial support for traditional skills
holders, grew more refined, systematized, and inclusive through trial and
error while acquiring vast experien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in
turn, prove to be a major strength.
UNESCO recognized such experience and the systematic and inclusive
strengths of Korea’s heritage preservation efforts, leading to the promotion
of “living human treasure” systems at the 142th UNESCO Executive Board
in 1993. Three years later, the organization also lauded such systems as the
•1

Hong Geon-pyo, 2011. Uri nara muhyeong munhwajae jedo gaeseon bangan e gwanhan yeongu –

Jungyo muhyeong munhwajaereul jungsimeuro (Study on the Method for Improving the System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Focusing o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p.22.

most exemplary f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rst , UNESCO ’ s director - general proposed that member nations build
systems of “ living human treasures ” in a decision made at the 142th
meeting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such systems were reported to
have been modeled after Korea’s. The popular term for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is “living human treasure,” whose systems were
introduced to UNESCO by Park Sang-seek, then Korean ambassador to
UNESCO, to propose and encourage the creation of such systems in other
nations. This recommendation received enthusiastic responses from many
UNESCO member states, with about fifty expressing their intentions to adopt
such a system. • 2
Subsequently, Korea has sought to spread abroad its model of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UNESCO confirmed that Korean system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second to none in the world . The
organization also adopted a resolution urging other countries to protec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risk of disappearing. • 3
For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preservation , transmission ,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Korea has kept tweaking
and improving the shortcoming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managing
its systems. In June 2018, the central government enacted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and relevant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The
purpose was to pass on and creatively utilize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rough the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hich, in turn, was
expected to improve national cultur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is the final ed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 s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over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recogni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possessing traditional skills ; transmission training and
showcas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levels; promotion of such properties; and the fulfillment of the UNESCO
agreement in concrete detail. In this sense, Korean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ld serve as an effective benchmark for a similar policy
in other countries.
•2

Yim Dawnhee, 2004. Yuneseuko segye muhyeong munhwa yusan euro jijeongdoen Hanguk, Jungguk,

Ilbon, Indo ui muhyeong munhwajae bojon hyeonhwang gwa jeonseung bangan e daehan bigyo
yeongu (UNESCO-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China, Japan, and India: A

Comparative Study of Their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Asian Comparative Folklore Study , Vol.

•3

27, pp. 517–595.

Yi Yong-hak, 1999. Muhyeong munhwajae jeonseung, bojon hwalseonghwa bangan e gwanhan

yeongu – Gukga jungyo muhyeong munhwajae jedoreul jungsimeuro (Study on the Method of

Stimulating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ocusing on the

System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p. 20; Hong Gyeon-pyo, Ibid., p. 23.

2.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was launched in 1989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 Korea) under
the Ministry of Labor. This system’s objective is to fost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crafts.
Under the program , the government selected and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from among
practitioners with over twenty years of experience in traditional crafts
including Hanji , ink stick, and inkstone. The intent was to help pass on and
develop such skills by improving the practitioners’ morale. More efforts
have recently gone into popularizing traditional craftsmanship instead of
just skills transmission to produce diverse and organized cultural products
through application to modern life.
Whi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ffiliated with a city or province cover both artistic criteria including music,
dance, drama, entertainment, rituals, and martial arts as well as skills
criteria such as crafts and culinary arts, what differentiates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is its focus on craftsmanship.

technology.
In 2006, the museum restored the traditional metal type casting method. In
2007, a four-year project was launched to recreate the metal typefaces invented
by the Joseon Dynasty was launched, during which about three dozen kinds of
major metal typefaces were restored. Studies on Korean printing technology
were also conducted to pave the way for optimal restoration and transmission
of movable metal type printing technology that had been interrupted and
damaged by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As a venture linked to the aforementioned projects’ reproduction of Jikji ,
metal type printing was performed between 2011 and 2012 to study the
history of such technology in the Goryeo Dynasty.
The recreation of the kinds of movable metal type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helped deepe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
casting and typesetting methods at the time. This led to the discovery that
Goryeo ’ s metal type printing technology influenced that of Joseon and
continued to develop throughout the period . Furthermore , the projects
contributed immensely to raising Korea’s image as a twenty-first century
nation of information, cultu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by globally
promoting the country’s innovations in movable metal type.

3. Korean Maste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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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aster Hands is a system for selecting and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killed craftspeople with the highest skill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excellent achievements in skills development and raising their
status based on Article 11 of the Act on Rewarding the Encouragement of
Technic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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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gram selects skilled practitioners who have worked in a field for
more than fifteen years and with a strong sense of craftsmanship and
the highest skill levels. The 24 areas (now 22) include industrial design,
machinery, metals,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time fields, and traditional
crafts. Korean Master Hands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raditional Korean technology.
While the system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focu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Korean Master Hands covers modern industry.

IV. Management of Early Printing Museum,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Exhibition Hall, and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in Cheongju
The site of the Heungdeoksa Temple, where the world’s oldest surviving
printed work of movable metal type,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 Baegun’s Zen Teachings),
or Jikji was cast ; Early Printing Museum ;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Exhibition Hall; and the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all of these spaces are expertly managed in one city, Cheongju, to offer
exhibitions, education, a hands-on experience and casting demonstrations.
Together, these facilities create a synergy for understanding traditional
Korean printing technology and culture, which are equipped with an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found nowhere else.
1. Early Printing Museum

III. Projects to Restore History of Korean Type Printing
Technology
The Early Printing Museum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displays the importance of movable metal type and has implemented longterm projects to preserve and pass on the history of Korean type printing

The Early Printing Museum, which was opened on March 17, 1992, is helping
promote Korea as a culturally rich nation that created and developed the
world’s oldest metal movable type. The museum is also a forum of science
education that offers learning about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Korean
printing culture.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era of information and culture. The museum

is thus playing the central role in promoting Korea’s traditional printing
culture abroad by producing high added value through the creation of a Jikji
database; hosting workshops on international documentary heritage; and
conducting research or collaborative projects with printing museums in
Germany, China, and other countries through sisterhood ties.
Primary exhibition topics include Jikji , the Heungdeoksa Temple, Korean
movable metal type , and the history of Korean print publications ; the
museum also offers sophisticated programs in interactive printing and
education. Affiliated institutions include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Exhibition Hall and the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which are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each other.
2.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Exhibition Hall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Exhibition Hall shows the history of
modern printing technology and the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in Korea, starting with the introduction
of lead movable type from the West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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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s allow visitors to learn how modern printing culture has
developed into what it is today and gauge how it will evolve and develop.
Interactive printing classes are available for children, families, and adults to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f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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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s rooms display printing machines and publications from the
early modern period to the present. Such machines and materials started
to appear in Korea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rinting technolog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 age called the nation’s enlightenment period
through which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Korean printing technology
can be understood. Other printing experiences for the public feature lead
movable type, letterpress, and transfer printing in which visitors can print
the photographs or pictures they draw themselves on mugs.
Along with the Early Printing Museum and the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the exhibition hall displays the printing culture of Korean movable type
in one venue; shows the past and present of metal type development in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and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evolution of printing
technology that utiliz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3.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The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serves as the cradle for
artisans of movable metal type and a space that preserves and passes on
the techniques of metal type making,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nked
with the site of the Heungdeoksa Temple, where the world’s oldest surviving
work of metal type printing, Jikji , was cast, and the exhibition function of
the Early Printing Museum, this center vividly demonstrates the casting and

printing of movable metal types, as well as serving the essential function of
preserving and passing on related skills.
Opening in August 2013, this center is housed in a three-story building with
a basement. The first floor has a demonstration and interactive space for
metal type casting; the second features a workshop for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 101 , Geumsok Hwaljajang ( Metal Movable Type
Making), and an exhibition space; and the third has office and storage space.

V. Modern Type Printing Technology - Movable Type
Workshop in Paju, Gyeonggi-do
To pass on the value and tradition of modern type printing technology, the
Movable Type Workshop was opened in 2007 at Paju Book City in Paju,
Gyeonggi - do ( province ). Modern type printing technology could mass produce metal movable type (specifically lead movable type), which was
introduced to Korea in late nineteenth century, and handled all printing and
publication in Korea for over a hundred years until the 1980s.
Modern printing technology using lead movable type was a mass production
method different from the earlier manner of handicraft production and
characterized by standardization and mechanization. Printing newspapers
and books using lead movable type has greatly contributed to improving
human knowledge and increasing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Lead type printing technology, which formed the biggest part of printing
for over a century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of the 1880s to present
day, has largely disappeared with the introduction of phototypesetting or
the computer printing method. Today, the Movable Type Workshop at Paju
Book City is barely carrying on its name and tradition. To preserve such
technology,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paintings, the workshop needs diverse efforts to receive designation as a
space representing the history of modern science; designate and support
skilled technicians; and provide a space for experiencing and learning about
type printing at science and printing museums.

VI. Conclusion
This paper examined a wide range of areas in printing technology , from
government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the system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and Korean Master Hands; long-term projects to preserve and
pass on the history of metal type printing technology; management of the
Early Printing Museum and the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for the preservation , exhibition , and experience of movable metal type
printing; and finally the operation of the Movable Type Workshop in Paju for
the preservation, exhibition, and experience of modern lead type printing

technology.
First, under the Systems for Safeguarding, Transmitting, and Foste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examined the system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
and Korean Master Hands. According to Paragraph ①, Subparagraph (2) of
Article 2 (Definition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
term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vis-a-vis printing belongs to “traditional
skills related to crafts and art,” specifically crafts. Also,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are classified either as 1) national or 2) municipal and
provincial. While items in the former category are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of 2018, and related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the
latter is governed by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and ordinances
of each city or province. From 1961, wh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was enacted until the passage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in June 2018, Korea has formulated relatively advanced policy toward
designating and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supporting
traditional skills holders. Especially, the government-sponsored transmission
training system that debuted in 1982 was part of a systematic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took a step further than Ja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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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of June 2018 is the final edition of
Korean government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ver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devising and
enforcing 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gnizing individuals
and groups possessing certain skills; offering transmission training and
showcase; allow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o be supervised by a city
or provincial government; promoting such properties; and implementing the
UNESCO agreement in concret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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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towar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on safeguarding and
passing on such properties and institutionalizing financial support for
holders have grown more refined, systematized, and inclusive through trial
and error and acquired more experien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in
turn, turned into a strength and based on this, the author of this paper fully
expects this policy to emerge as a benchmark for similar policies abroad.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is a system launched in
1989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 Korea)
under the Ministry of Labor. This program was part of a policy designed to
fost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craft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Master Hands and systems f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ransmitters of Traditional Skills Unique to Korea is that
the former encompasses industry while the latter two focu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Early Printing Museum has implemented long-term projects to preserve
and pass on the history of Korean type printing technology, among which

were the 2006 restoration of the traditional metal type casting method and
the 2007-10 recreation of about three dozen kinds of major metal typefaces
from the Joseon Dynasty . A thorough study of printing technology was
conducted to pave the way for the optimal restoration and transmission
of movable metal type printing technology that had been interrupted and
damaged by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To study the history
of such technology in the Goryeo Dynasty’s reproduction of Jikji , metal type
printing was performed between 2011 and 2012. Through these projects
to recreate the movable metal types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the metal type printing technology of Goryeo was found to have influenced
Joseon ’ s and continued to develop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 This
solidified the path to preserving and passing on the technology.
The site of the Heungdeoksa Temple, where the world’s oldest surviving
work of movable metal type printing, Jikji , was cast; the Early Printing
Museum;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Exhibition Hall; and Metal
Type Transmission Training Center — all of these spaces are expertly
managed in one city, Cheongju, to offer exhibitions, education, a hands-on
experience, and casting demonstrations. These jointly create a synergy for
understanding Korean printing technology and culture, whos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are found nowhere else in the world.
The Movable Type Workshop , which opened at Paju Book City in Paju ,
Gyeonggi-do (province) in 2007, carry on the value and tradition of modern
type printing technology. This facility thus plays a crucial role in preserving
and providing experience and education in modern and contemporary lead
type printing technology, not to mention serving as a stepping stone for
connecting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n printing and publishing.

발표 5

인쇄문화 보존 전승을 위한 한국의 노력
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빠르게 시작한 나

목차

윤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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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Ⅱ. 무형문화유산 보존&
전승과 육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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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인쇄박물관, 근현대인쇄전시관,
금속활자 주조전시관 운영

라에 속하며, 유네스코에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존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에도 한국의 인
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Ⅴ. 근대 활판 인쇄술 -파주 활판공방

이 글에서는 인쇄술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 정책인 무형문화재 제도, 민족고유기능 전승

Ⅵ. 맺음말

자 제도, 명장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맥이 단절 되었던 한국 금
속활자 인쇄기술사를 복원해 내는 장기 프로젝트사업, 전통시대 금속활자 인쇄술 보존, 전시,
체험을 위한 고인쇄박물관과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운영 그리고 근현대 납활자 인쇄문화의

Ⅰ. 머리말

보존, 체험, 교육을 위한 활판(活版)공방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새 천 년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금속활자를 선정한바 있다. 그 이유
는 금속활자의 발명은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고 보급하며 지식 혁명

Ⅱ. 무형문화유산 보존&전승과 육성 제도

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인류 최고(最高)의 발명이자 혁명으로 일컫는 금속활자! 현존하는 세
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백운화상초록불조

1. 무형문화재 제도

직지심체요절(1377년)』을 청동 활자로 찍어 낸 한국인! 우리 민족의 금속활자 최초 발명은
우연히 아닌 필연이었다.

① 정의

우리 민족은 일찍이 세계 최고(最古)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705～51)』을
만들어낼 만큼의 수준 높은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말여초엔 대형 철불상을 한 번에
주조할 수 있는 철 주조 기술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종이(한지), 잉크(기름 먹)의 생산과 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항 제 2호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조(鑄造) 기술을 보유하는 등 제반 여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
한 기술의 축적과 시대적인 여건의 토대 위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기록상)인 『남명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천화상송증도가(1232년 이전)』의 인쇄가 진행되었으며, 1234년경에는 주자(鑄字)를 사용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 『고금상정예문』이 간행되었다. 고려말기에는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지방인 청주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흥덕사에서 주조할 정도로 인쇄 기술이 발전했다.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그대로 이어져 조선시대(1392년~)에는 세계 인쇄 역사에서 그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 조선 태종(재위1400~1418년)은 주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자소를 설치해 사형(砂型) 주조한 ‘계미자(1403년)’로 많은 책을 인쇄하고 지방에 널리 보급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했다. 금속활자와 조판기술의 개량에 열의를 갖고 있던 세종(재위 1418~1450)은 ‘경자자
(1420년)’의 주조와 활판 작성의 규격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세종16년(1434)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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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갑인자’의 주조는 이천의 감독 하에 장영실, 이순지 등 당대 과학기술자들이 동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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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대사업으로, 그 결과 20여 만자의 대소활자가 완성되고 조판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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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세종대의 천문역학서 등 방대한 양의 책 간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의 금속활

이 글의 주요 주제인 인쇄술과 관련된 금속활자, 한지, 각자, 벼루, 먹 등은 ‘나항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에 포함되며, 그 가운데 공예에 해당된다.
② 지정 & 관리

자 인쇄술은 당대에는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high-tech) 기술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
양의 인쇄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한국의 전통 금속활자 인쇄술은 그 시원이나
발달 측면에서 세계 인쇄문화사의 주목을 받아 왔다.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청)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구분
되는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모든 분야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요즘, 전통

행규칙」 과 2018년에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약칭: 무형문화재

인쇄술 을 비롯한 전통문화는 전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20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과

법)」,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에 의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시·도

경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과학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으나, 우리 전통 속에 내

의 경우 「무형문화재법」과 시·도의 조례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있다.

재된 과학기술의 발굴과 보존에 소홀하여 그 가치를 이어오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인쇄로 전환된 요즘, 전통 인쇄술이 실제적 활용에는 무용하더라도 전통 과학 기

• 인쇄술 관련 금속활자, 한지, 각자, 벼루, 먹 지정·관리
인쇄술과 관련된 금속활자, 한지, 각자, 벼루, 먹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청) 무형문화재와 시·

술의 보존과 계승 측면에서 전통기술 보유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다수의 전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통기술 보유자들은 충분한 국가적 지원 없이 개인 의지로 꿋꿋하게 전통기술을 지켜오고 있었

먼저 금속활자는 국가지정(문화재청) 무형문화재로만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1996년 2월 오

으나, 경쟁력의 감소와 후계자의 단절로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진 중요무형문화재 제 101호 금속활자장이 지정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2007년에 오국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이후 혼란한 사회, 정치, 경제

기술보유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되어 이 분야의 전승에 주력하였고, 2009년에는 임인호 전

여건 속에서도 전통 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과 지각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앞서 전통 문화의

수조교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01호 금속활자장으로 지정되어 금속활자의 보존, 보호, 전승

보존과 전승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제정 시행했다는 점이다. 그 예로 1962년 1월에 제

은 물론 복원사업과 금속활자주조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 공포한 문화재보호법과 1964년 12월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

한지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청)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

로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 현재까지 이

고 있는데, 국가지정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17호 한지장으로, 각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의 경우는 한지장 또는 지장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어서 1996년에는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가장

각자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청)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

모범적인 본받을 제도임을 확인하고 전 세계가 사라져 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

는데, 국가지정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06호 각자장으로, 각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의 세계보급에 나서는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 3

우는 각자장 또는 서각장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와 전승, 관리를 위하여 현행

벼루의 경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만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충남과 경기도를 들 수
있다.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하여, 2018년 6월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먹도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만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 35호)를 들 수 있다.

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③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전수교육 및 공개, 시·도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진흥, 유네스코 협약 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등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1961년부터 「무형문화재법」이 시행
된 최근까지 한국은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전, 보유자의 관리 등에서 상당히 앞선 정책을 펼

결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은 앞으로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정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쳐왔다.

2. 민족고유기능전승자 제도

무형문화재 정책의 시작은 1962년 1월에 제정 공포한 「문화재보호법」과 1964년 12월
에 시행 된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로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인 무형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989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기능

문화제 보호제도는 체계적인 틀을 갖출 수 있었다.
아시아에서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나라는1950년대부터 「문화재

즉, 공예기술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이다.

보호법」을 시작한 일본과 1960년대부터 시행한 한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1970년 ‘보유자인정제도’ 시행, 1982년 국가주도

이 제도는 인쇄술과 관련 있는 한지, 먹, 벼루 분야 등을 포함한 공예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기능보유자를 대상으로 민족고유기능전승자를 선정하여 기능 전승금을 후원함

에 의한 ‘전수교육제도’ 시행 등 일본과는 다른 보다 더 진전되고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 정

으로써 기능을 계승 발전시키며 기능 보유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최근

책을 수립하였다. 한국에서 ‘전수교육제도’를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일본에

들어서는 단순히 전통공예 기능 전승을 넘어 현대생활에 접목을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

서는 실시하지 않고 다만 종목 중심의 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화상품 제작 등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1990년 11월에 문화재관리국에 무형문화재과를 신설하여 무형문
화유산인 무형문화재 업무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4년 10월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가 기·예능을 심사하여 이수

문화재청과 시 도의 무형문화재가 예능종목(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등)과 기능
종목(공예기술과 음식 등)을 포함한다면, 민족고유기능전승자는 공예기술에 한정하는 점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을 교부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이관하

3. 대한민국 명장 제도

여 전수교육을 보유자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보유자가 직접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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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이렇듯 한국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 정책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보유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989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숙련기술장려법’ 제 11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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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도, 재정지원 등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

정에 의거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발전 및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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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포괄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기술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정책의 경험과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장점은 유네스코에서도 인정

제도이다.

받아 1993년 유네스코 제142차 집행위원회의에서 "Living Human Treasures(인간문화재)

이 제도는 전통공예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 기계, 금속, 농림, 해양 등 24개 분야

제도” 설치 촉구와 1996년 유네스코가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가

(현재는 22개분야)에서 장인 정신이 투철하며,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고 산업 현장

장 모범적인 제도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를 명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먼저 "Living Human Treasures(인간문화재) 제도”는 1993년 유네스코 총장이 제142차 집

무형문화재, 민족고유기능전승자 제도는 무형문화유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명장 제도

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게 "Living Human Treasures 제도”를 설치할 것을 촉

는 현재의 산업현장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한 것으로, 이 Living Human Treasures 제도는 우리나라의 인간문화재제도에서 따온 것
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속칭이 인간문화재로서 한국의 유네스코 박상
식 대사가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존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의 인간문재 제도를 유네스코의 다른
나라에도 채택할 것을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건의안은 많은 회원국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약 50여 개국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인간문화재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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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표, 2011.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용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쪽

임돈희, 200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무형문화재의 보존현황과
전승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27, 517~595쪽(비교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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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학, 1999.「무형문화재 전승〮보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쪽 ; 홍건표, 2011. (앞의 글) 23쪽

Ⅲ. 금속활자 인쇄기술사 복원사업

하는 전사인쇄체험도 운영하고 있다.
근현대인쇄전시관은 고인쇄박물관·금속활자전수교육관과 함께 한국의 금속활자인쇄문화를

고인쇄박물관에서는 금속활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사를 복원
해 내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눈에 알 수 있으며, 한국의 근·현대 인쇄의 발전사와 현재 그리고 IT 기술과 융합한 미래 인
쇄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통 금속활자 주조방법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냈다. 2007년부터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를 복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여 2010년까지 문화재청과 충청북도
의 지원으로 4년간 조선시대 주요 금속활자 30여 종을 복원하고 印刷術을 규명하여 일제 강
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단절된 금속활자 인쇄기술을 완벽하게 복원 및 전승의 길을 열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유산인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간으로

게 되었다.

서 금속활자 장인들의 산실이 되고자 건립되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또한 이상의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기술사를 규명하고자 금속활자본인 「직지」 복원을 수행하였다.

3. 금속활자전수교육관

본인 『직지』가 주조된 흥덕사지와 고인쇄박물관의 전시기능과 연계하여 금속활자 주조와 인
쇄 체험그리고 보존과 전승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 복원함으로써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이 조선 초기 금속활자인쇄술에 영향을 미치어

2013년 8월 개관한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금속활자 주조
과정 시연과 체험공간, 2층은 중요무형문화재 101호 금속활자장의 작업실과 전시 공간, 3층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 나아가 한국 금속활자 발명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

은 사무실과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와 조선의 금속활자 복원 사업을 통해 당시의 주조법, 조판법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

를 이루어 21세기 정보와 문화, IT, 미디어 한국의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Ⅴ. 근대 활판 인쇄술 - 파주 활판공방
Ⅳ. 고인쇄박물관, 근현대인쇄전시관,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운영
근대 활판 인쇄술의 가치와 명맥을 잇고자 2007년 파주 출판단지에 활판공방을 열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가 주조

다. 근대 활판 인쇄술은 금속활자(납활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로, 19세기 후반부터 우

된 흥덕사지와 고인쇄박물관, 그리고 근현대인쇄전시관과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이 한 공간에

리나라에 도입되어 1980년대까지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인쇄 및 출판을 담당하였다.

서 각기 전문성을 갖고 운영되어 금속활자의 전시, 교육, 체험과 주조 시연이 이루어져 다른

근대식 납활자 인쇄기술은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 즉, 수공업적인 생산 방식에서 규격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수성과 독자성으로 한국인쇄기술문화를 이해하는데 시너지 역할

화·정형화·기계화를 갖춘 대량생산 방식으로 신문, 서적 등을 간행하여, 국민의 지식 향상과

을 하고 있다.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 고인쇄박물관

1880년대 개화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근
대식 납활자 인쇄기술도 1980년대 들어 사진식자나 컴퓨터 인쇄방식 등의 도입으로 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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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라지고, 현재는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는 활판공방에서 명맥만 잇고 있는 실정이다. 앞

1992년 3월 17일 개관한 고인쇄 전문박물관은 우리의 선조들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으로 근·현대 인쇄기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납활자 인쇄기술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

인쇄를 창안하여 발전시킨 문화 민족임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으로 활판공방에 대한 근대 과학사물 지정, 기술보유자 지정 및 지원, 과학관 및 인쇄박물관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 활판인쇄 체험장 마련과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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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와 문화산업의 21세기를 맞아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직지'의 데이터베이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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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인류의 공익적 가치 창출, 지속적인 국제기록유산 워크샵 개최, 세계적인 인쇄박물관
(독일, 중국 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연구·협력사업 등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인쇄문화의 세계

Ⅵ. 맺음말

적 위상을 수립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전시주제로는 직지, 흥덕사,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출판의 역사 등을 다루고 있으

이글에서는 인쇄술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 정책으로 무형문화재 제도, 민족고유기능

며, 인쇄 체험과 교육방면으로도 알찬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의 부속기관으

전승자제도, 명장제도 등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맥이 단절되었던 한국 금속활자 인쇄

로는 근현대인쇄전시관과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기술사를 복원해 내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 전통시대 금속활자 인쇄술 보존·전시·체험을 위
한 고인쇄박물관과 금속활자 주조전시관 운영, 그리고 근현대 납활자 인쇄문화의 보존·체험·

2. 근현대인쇄전시관
근현대인쇄전시관은 19세기 말 서양의 납활자 인쇄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한국 근대인

교육을 위한 활판(活版)공방 등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전승과 육성 제도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족고유기능전승자, 대한
민국 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인쇄 관련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쇄술의 발전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인쇄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항 제 2호에 의하면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에 포함되며, 그 가운데 공예에 해당 된다.

한국의 근대인쇄문화가 어떻게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배우고, 미래는 어떤 모습으

또한 인쇄술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청) 무형문화재와 시·도

로 발전해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 어른들을 위한 인쇄 체험교실이 마

지정 무형문화재로 구분되는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

련되어 있어 근·현대의 인쇄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법 시행규칙」 과 2018년에 시행된 「무형문화재법 」,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전시실에는 개화기인 19세기 말 서양 인쇄기술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대까지의 다양한 인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시·도의 경우 「무형문화재법」과 시·도의 조례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기기와 출판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발달사를 살펴볼 수 있다.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1961년부터 「무형문화재법」이 시

또한 납활자인쇄체험과 레터프레스인쇄체험, 사진과 또는 직접 그린 그림을 머그컵에 인쇄

행된 최근까지 한국은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전, 보유자의 관리 등에서 상당히 앞선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1982년 국가주도에 의한 ‘전수교육제도’ 시행 등 일본과는 다른 보다 더 진전
되고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 정책이다.

2018년 6월에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무형문화재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 전수교육 및 공개,
시·도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진흥, 유네스코 협약 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등 무형문
화유산 정책 제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 정책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보유자
제도, 재정지원 등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은 앞으로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정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989년부터 시작한 민족고유기능전승자 제도는 무형문
화유산 가운데 기능 즉, 공예기술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이다.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989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명장제도가 무형문화재, 민족고유기능전승자와 다른 점은 두
제도가 무형문화유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명장 제도는 현재의 산업현장을 아우르고 있
다는 점이다.
고인쇄박물관에서는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사를 복원해 내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는데, 2006년엔 전통 금속활자 주조방법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냈고, 2007년~2010년
에는 조선시대 주요 금속활자 30여 종을 복원하고 印刷術을 규명하여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단절된 금속활자 인쇄기술을 완벽하게 복원 및 전승의 길을 열게 되었다. 또
한 2011년과 2012년에는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기술사를 糾明하고자 금속활자본인 「직
지」 복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고려와 조선의 금속활자 복원 사업을 통해 당시의 주조법, 조
판법을 복원함으로써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이 조선 초기 금속활자인쇄술에 영향을 미치
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밝힘과 아울러 인쇄술 전승의 길을 굳건히 하였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주조
된 흥덕사지와 흥덕사지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인쇄박물관, 근현대인쇄전시관,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한 공간에서 각기 전문성을 갖고 금속활자의 전시·교육·체험과 주조 시연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수성과 독자성으로 한국인쇄기
술문화 이해와 인쇄술의 보존과 전승에 시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 활판 인쇄술의 가치와 명맥을 잇고자 2007년 파주 출판단지에 연 ‘활판공방’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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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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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현대 교육 현장에서
역사적 컬렉션 활용하기

Catherine DIXON
Central Saint Martins 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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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딕슨 런던예술대 센트럴 세인트 마틴

Speaker 6

Catherine DIXON
Central Saint Martins
UAL, United Kingdom

Using Historic Collections in Current Teaching
One of the key challenges for printing museums and collections is to stand
out among and compete with the many other interesting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options tha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today. Preservation and
research within the field, of course, form a significant part of the mission
of museums and collections , but fostering an engaged and committed
audience for the artefacts they care for and share is perhaps more vital
still, if we don’t want our graphic collections to close or sit idle. More than
anything we need to not only bring in new visitors, but also sufficiently
engage and enthuse them to return. But how do we get people interested
who weren’t previously fascinated by old printing methods or technologies?
How do we foster the kind of curiosity that opens out a field of knowledge
with the joyful excitement so familiar to those of us already so passionate
about printing and it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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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is made all the harder by the fact that this same history,
that we find so rich and wonderful , can seem dry and irrelevant to a
contemporary generation of digitally-native students interested in what is
next and not what has already been. Yet, how often is such disinterest the
result of having to study the practical concerns of the past in the passive
format of slides in lectures or images in books? Might practical concerns
be best learned about in practical ways? As the type designer Tobias FrereJones (2018) said in his lecture, ‘Decompiling history’ at St Bride Library in
London earlier this year, ‘The past is not the opposite of the future’. Instead
it is through practical engagement with past technologies and traditions
wherein lie progressive possibilities for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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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can be brought to life through an engagement with active research
through making. This is our goal in our teaching and in the care of the
historic collections we work with.
We teach.
We work with historic materials.
We like to combine these two things.
Dr Catherine Dixon from Central Saint Martins ( CSM ), one of the
historic colleges now a part of the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shares
responsibility with Professor Phil Baines for The Central Lettering Record,
a part of the college’s Museum & Study collections dedicated to the visual
history of letterform, including the printed letter.
Indra Kupferschmid is a professor at HBKsaar , University of the Arts
Saarbrücken, Germany which, among other things, is home to the Goossens
collection of woodtype at HBKsaar.
We both teach typography, within contemporary design programmes that
balance academic insight, experimentation and criticality with vocational
know-how. That is to say, we balance thinking and doing in our approach to
teaching, in the hope of ensuring that graduating students are fit to work
within future design environments and able to face future challenges.

We are not nostalgist nor denigrate any contemporary workflow, the use
of computers or other automated processes. We do believe though, that
knowing about the history of your practice can bring you a stronger sense
of belonging, a greater awareness of responsibility, and can prompt new
ideas for current, relevant work. Some basic aspects of typography can be
understood so much faster and easier if you can only grasp it with your
hands.
Pertinent to this forum , neither of us sees our teaching or historical
research activities as discrete . Rather our contemporary teaching
environment presents opportunities for drawing upon these historic
materials for the benefit of enhancing understanding of present practices
and shaping future practices.

Central Saint Martins
The general Museum collections at CSM have a long - established
relationship with teaching, as their origins lie in the collections of ‘teaching
examples’ first gathered together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y W R
Lethaby, founding principal of the Central School (amalgamated with St
Martins in 1989).
From a graphic design perspective this early collection is important in that it
contains manuscripts, incunabula and early printed books. It is particularly
rich with materials documenting a variety of approaches to the teaching
of typography and lettering, which were celebrated in the 2014 exhibition,
‘Lettering: objects, examples, practice’ curated by Professor Phil Baines.
Items from these general teaching collections are still brought up from the
Museum to the studios, for the purposes of illustrating typographic history
classes with actual objects. The contrasting nature of the typographic
colour of Renaissance printing and that from the seventeenth-century can
be discussed by turning the pages of the books actually produced. And the
students can often do the page-turning.
Engagement with object-based-learning though extends beyond illustration,
as students are asked to choose items in the collection as the basis for a
design project. The project varies in detail, though the objective is generally
for students to communicate a sense of wonder in the object to a wider
audience. On a practical level, they need to engage with how to photograph
their object or objects and physically showcase a historical artefact within
a design space of their choosing. On a more conceptual level, they need to
engage with the particular stories of the objects they select and visually
establish a connection with a contemporary viewer.
In 1963 a more specialised collection was begun, which very much follows
on in this very ‘Central School ’ tradition of collecting materials for the

enhance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Central Lettering Record (CLR)
was originated by then tutor Nicholas Biddulph with two main aims – to
broaden understanding of letters as forms, and to better delineate the
practice of lettering from that of typography. The lettering historian Nicolete
Gray came to the school to teach and brought with her all her enthusiasm
for areas of typographic and printing history disregarded by traditional
academics and an expanded remit for the CLR. The educational concerns
of the CLR extended beyond the academy, with the collections, intended as
much, or more, for the working designer as for the scholar. The agenda here
was one of reinvigoration, as former Research Assistant Leonora Pearse,
makes clear,
‘ We live in an age of experiment in technology and materials , bu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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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is, in the field of letter design, rather neglected. We lack standards
and often turn to inferior models, thoughtlessly reproducing letters of the
past in situations for which they were not intended. We tend to suffer from
brash revivals, but an informed study of the past can provide inspiration
for the present. There is a multiplicity of forms open to the contemporary
designer , both to stimulate his imagination and to provide aesthetic
standards for his own work. The CLR aims to broaden this vocabulary of
letter design.’ (Pearse, 1976: 7)Current students are asked to engage with
active-research tasks, which continue this goal of the reinvigoration of
design practice through an open-ended and situated approach to knowledge
generation identified as thinking-through-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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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R has since expanded from the original set of photographs Biddulph
first commissioned from Printing Librarian and historian James Mosley,
to include actual examples including type specimens, books and reference
materials, material to illustrate different type technologies such as hot metal matrix cases and tools, actual lettering samples and signs. Yet, it is
the macro-photography of printing types that Biddulph was to develop as a
core element of the CLR that offers especially fertile territory for the current
student. Copies are made of the historical prints as a starting point for
students to explore the complexity of the idea of ‘interpretation’ and ‘revival’
in relation to typeface design. It quickly becomes apparent in the seemingly
simple process of ‘tracing’ printed characters that design decisions have to
be taken, with the divergence in the decisions made by different students
similarly matched by a divergence in the forms of their ‘revival’ typefaces.

sorts, and documented them on a website (still in progress). And of course
we have since used the typefaces we have catalogued to print in design
classes and projects.
Another class concentrated on a set of typefaces that came to us from
Italy. We discussed ideas for storage options, built cases for the type, again
counted and cataloged the inventory, identified missing characters and
subsequently drew (analog and digitally) these characters and produced
replacement sorts for the fonts in different techniques. For that part we
were experimenting with methods of how to make new ( replacement )
woodtype, by laser cutting letterforms out of MDF and plexiglas mounted
type- high, cutting sorts with a CNC- router, or cutting them by hand in
plywood or linoleum and then mounting them.
Inspired by the graphic work of Frans Masereel – a renown Flemish
illustrator and woodcut artist in the 1930s who used to be a professor at our
school for some time – we produced a large font (or set of sorts) in 18 cm
body size entirely by hand. We freely cut uppercase letterforms, numerals
and punctuation in plywood and mounted them type -high on MDF. With
these sorts we printed long banners with quotes by Masereel in French and
German. Right now, we are working on a series of protest posters in our
‘Masereel font’.
[Another example could be digitizing comp fonts for the old woodtype but we
can mention that in the talk and you already mention digitisation]
Most of these projects or classes would be possible to set or give in
workshops across other collections and museums with the help of students
or the wider public.
They are relatively easy and economic to run, quick to realise and offer their
participants:
– a deep and lasting insight into past methods and technologies
–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 a prompt for developing related projects of their own
At the same time such projects and workshops actively help with
conservation , as students offer free or low - cost cataloguing services
or general maintenance care for collections, and help in setting up or
enhancing accessibility to parts of collections for use and handling by the
public.

HBKSaar
At HBKsaar we use our extensive and varied collection of woodtype to
teach typography , typesetting ( rules and conventions) and type design
and production. One of the first projects of this kind was the fonting of the
typefaces in the collection itself. Patrick Goossens’s woodtype came to us in
boxes sorted by letter (A, B, C, a, b, c ⋯). In a series of sessions, we put them
back together into fonts, counted, measured, cataloged them, proofed all the

Conclusion
As we stated at the outset, we believe that it is through practical engagement
with past technologies and traditions wherein lie progressive possibilities
for innovation. As Matthew Crawford (observes of specialist maker practices,
‘Orientation towards the future requires a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designs and building methods of the past.’ Or in our case ‘printing methods’.
As he makes clear though learning from past masters involves interrogating
their wisdom, ‘to push the conversation further’. (Crawford 2015: 210)
Conversations between printing museums and historical collec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s something we very much advocate. At the very
least. Cooperation between the guardians of the past the museums) and the
change-agents of the present/future (students of design) would seem to be
the one of the most logical ways forwards.
And while the contemporary emphasis within education management is on
the digital, often manifested in efforts to advance games design within the
curriculum, the students themselves bring a strong fascination for analogue.
Living all their lives with digital – televisions, games, communication, work
is all online – they find significant reward in grasping and making things
with their hands. One only has to look at the huge rise in the numbers of
maker-spaces and maker-fairs set up by students or young designers.
More importantly , students and younger designers don ’ t see things in
such a binary and either/or way, refusing to compartmentalise digital and
analogue, preferring instead to hack between them, coming together to
make unexpected connections between all kinds of technologies. As Ele
Carpenter writes of these new maker-communities and the open-source
digital-analogue hybridity which they expound, key characteristics are the,
‘reverse-engineering to find out how things work, making your own tools,
making the process public, learning through peer-to-peer skill-sharing.’
(Carpenter, 2011: 49). All practices which would benefit a printing history
museum o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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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illustration of hacking project : digital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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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bout as far from ‘stuffy heritage’ as you can get. If we don’t get in the
way. As Crawford writes, along with reverence to the past, there must also
come rebellion if progress is to be made. Let’s try to find our students the
spaces for collaborations with history, so they can interpret the past on their
terms, affording them the opportunity to re-imagine our communication
futures, beyond the limitations of our tutorly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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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현대 교육 현장에서 역사적 컬렉션 활용하기
현재 인쇄박물관들과 그 컬렉션들이 당면한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여타 재미난 오락

센트럴 세인트 마틴(CSM)

거리와 대중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고유의 특색을

캐서린 딕슨
런던예술대 센트럴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분야의 박물관들과 컬렉션들에게 부여된 사명 중 핵심은 응당 유물의
보존에 있지만, 이런 그래픽 컬렉션들이 전시 공간을 잃거나 도외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박물관이 관리하고 전시하는 유물들에 대해 관람객들이 관심과 열의를 갖도록 하는 일이 어

세인트 마틴

CSM의 박물관 컬렉션들은 대부분 교육과 오랜 연관성을 지녀 왔다. 센트럴 스쿨(1989
년에 세인트 마틴과 합병)의 W R 레서비(W R Lethaby) 초대 총장이 19세기 후반부터 수
집하기 시작했던 '교육 사례' 컬렉션들에서 이 박물관이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쩌면 더 중요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새로운 관람객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이런 초기 컬렉션은 필사본과 초기 간행본, 초기 인쇄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픽 디

이 다시 박물관을 찾을 만큼 충분한 관심과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과

자인 면에서 중요하다. 여기에는 특히 타이포그래피와 레터링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거의 인쇄 방식이나 기술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풍부하며, 이 자료들은 필 베인스 교수의 주관 하에 '레터링: 대상, 사

까? 우리야 이미 인쇄와 그 역사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

례,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에 전시된 바 있다.

면 그들이 우리만큼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 분야에 대한 탐구에 나설 만큼 호기심

박물관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교육 컬렉션 품목들을 스튜디오로 보내 실물을 활용한 타이포

을 자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도 귀하고 경이롭게 여기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는 앞으로 일
어날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디지털 세대의 요즘 학생 세대에게는 그 똑같은 역사가 아무런 감

그래피 역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학생들은 실제로 과거에 출간된 책
들의 책장을 넘기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쇄와 17세기 인쇄에서 타이포그래피 컬러의 상반
된 특징을 논의할 수 있다.

흥도 없고 상관도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학생들이 컬렉션 중에서 품목들을 선택할 수 있

은 더더욱 가중된다. 하지만 그런 무관심이 빚어지는 이유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 때문에, 대상을 직접 보고 만지는 학습은 도해를 통한 학습과는 차원이 다르다. 프로젝트

강의에서 보여주는 슬라이드나 책 속의 이미지로만 배우는 수동적인 학습 방식 때문이지 않

의 세부적인 면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목적은 대체로 학생들로 하여금 대상에서 받은 경외감을

을까? 실제 사건들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울 때 가장 잘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활

보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대상

자 디자이너 터바이어스 프레어-존스(Tobias Frere-Jones)는 2018년 초 런던의 세인트

을 촬영할지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디자인 공간 안에서 역사적 유물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브라이드 도서관에서 했던 '역사를 디컴파일링하기(Decompiling History)'라는 강의에서

전시·배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한 대상에 특별한 스토

"과거는 미래의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과거의 기술과 전통에 대해 실질적인 관

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현대 관람객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혁신의 싹을 찾을 수 있다.
역사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능동적인 연구로 현재에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교육과 역사적 컬렉션들을 관리함에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다.

In 1963 a more specialised collection was begun, which very much follows
on in this very

우리는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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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포함한 활자체의 시각적 역사를 다루고 있다.

1963년에는 컬렉션이 보다 전문화되었는데, 이는 교육과 학습의 증진을 위한 자료 수
집에 힘쓰는 '센트럴 스쿨' 고유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센트럴 레터링 레코드(CLR)는 당시
지도교수였던 니콜라스 비덜프(Nicholas Biddulph)가 두 가지 주된 목표 – 형태로서의 글
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 타이포그래피와 레터링의 보다 명확한 구분 – 를 달성하고자 구상한
것이다. 레터링 사학자인 니콜레트 그레이(Nicolete Gray)는 이 학교의 강의를 맡게 된 뒤
로 기존 학계에서 등한시되어 온 타이포그래피와 인쇄사 분야에 온갖 열정을 쏟았으며 CLR
에까지 관심의 폭을 넓혔다. CLR의 교육적 관심은 학계 너머까지 확장되어, 학자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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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 쿱퍼슈미트(Indra Kupferschmid)는 독일 자브뤼켄 미술대학(HBKsaar)의 교수

아니 그 이상으로 현직 디자이너를 염두에 둔 컬렉션들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조교

로, 이곳은 특별히 고센스(Goossens) 목활자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였던 레오노라 퍼스(Leonora Pearse)가 밝혔듯이 이곳의 어젠다 중 하나는 활성화다.

우리의 연구 대상은 역사적 유물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자 한다.
런던예술대학교에 속한 유서 깊은 단과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CSM)의 캐서린 딕슨
(Cathering Dixon) 박사는 필 베인스(Phil Baines) 교수와 공동으로 센트럴 레터링 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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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CLR)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CLR은 CSM의 박물관 및 연구 컬렉션의 일환으로 인쇄된

위에서 소개한 우리 두 저자는 현대 디자인 프로그램에 속하는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
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문적 통찰과 실험, 비판적 태도와 직업적 노하우 사이의 균

"우리는 기술과 소재의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활자 디자인 분

형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미래의 디자인 환경에서 업무 적응

야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이 다소 등한시되고 있다. 기준이 마땅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우리

성을 갖추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사고와 행위의 균형에 신경 쓰며 교

는 열등한 모델들에 의존할 때가 많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과거의 글자들을 마구잡이로

육에 임하고 있다.

복제해서 쓰고 있다. 성급한 재생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과거를 제대로 연구하면

우리는 옛 향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대의 작업 흐름이나 컴퓨터의 사용 또는

현재를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형식들을 활용하여 스스로

다른 자동화 공정을 폄하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역사를 알

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기 작품에 대한 심미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CLR은 '활자 디자

때 더 강한 소속감과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새로운 아

인'에 내포된 의미를 보다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퍼스, 1976년 7월)

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타이포그래피의 기본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면서 익힐
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된다.

요즘 학생들은 능동적인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체험을 통한 사

이 포럼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둘 중 누구도 우리가 하는 교육이나 역사적 연구활동이

고(thinking-through-making)'에 익숙한 지식 세대에게 열린 결말의 상황 학습법을 통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의 교육환경은 역사적 자료들을 십분 활용하

한 디자인 활동 활성화의 목표를 지속시킨다.

여 현재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의 행위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CLR은 맨 처음 비덜프가 인쇄도서관 사서이자 역사학자인 제임즈 모즐리(James
Mosley)로부터 의뢰 받아 보유하고 있던 원본 사진 세트에다 활자 견본, 도서, 참고 자료, 주
조 활자 자모판과 도구 같은 여러 활자 기술이 제시된 자료, 실제 레터링 견본과 표지 등의 실

례들을 추가하며 자료를 늘려 왔다. 하지만 이보다 비덜프가 CLR의 핵심 요소로 개발하고자

결론

한 것은 인쇄용 활자의 근접촬영술이며, 이 기술은 특히 요즘 학생들에게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역사적 활자를 모방해 보는 것은 서체 디자인과 관련하여 '해석'과 '재생'이라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과거의 기술과 전통에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혁신

는 복잡한 개념을 탐구하는 시발점이 된다. 인쇄된 문자들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겉보기엔

의 가능성은 싹튼다. 매튜 크로포드(Matthew Crawford)는 전문 제작자들의 관행을 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과거의 디자인과 제작 방식에 비판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경우 비판적 참여의 대상은 '인쇄 방식'이다. 하지만 그의 지적대로 옛 장인들
에게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혜를 구해 '대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크
로포드, 2015년 2월 10일)

간단해 보이지만, 학생들마다 '재생하는' 활자체의 형태가 서로 다른 만큼 디자인적 결정은
개별적 판단의 몫이다.

자브뤼켄 미술대학(HBKSaar)
HBKSaar에서는 갖가지 다양한 목활자 컬렉션을 활용해 타이포그래피와 조판(규칙과

우리는 인쇄박물관과 역사적 컬렉션 및 교육기관 사이의 소통을 적극 지지한다. 옛것의
수호자(박물관)와 현재/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디자인과 학생들) 간의 협력이야말
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관계), 활자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을 가르친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은

현대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과정 내에서까지

컬렉션 자체에 있는 서체들의 폰트 작업(종류와 크기가 같은 활자 한 벌을 만드는 것)을 하

게임 디자인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보이곤 한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아날로그적인 측면

는 것이었다. 패트릭 고센스(Patrick Goossens)의 목활자는 글자별로(A, B, C, a, b, c 식

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온통 디지털적인 환경 – 텔레비전, 게임,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모두

으로) 서로 다른 상자에 담겨서 왔다. 여러 수업시간에 걸쳐 우리는 그것들을 한 벌로 맞추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 에서 생활하는 그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개수를 세고, 크기를 재고, 목록을 만들고, 종류별로 교정쇄를 만들고, 웹사이트에 관련 기록

서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 학생들이나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업실과 제작 박람회 수가 엄청나

을 올렸다(여전히 진행 중). 물론 그 이후로는 디자인 수업과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가 분류한

게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서체를 사용해 인쇄를 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생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이 사물을 단순히 이진법 즉 이것 아니면 저

또 다른 수업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받은 서체 세트를 중심으로 작업을 했다. 우리는 보관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구분을 거부하며, 그보다는 그 중간쯤에서 갖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활자를 담을 케이스를 만들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수를

가지 기술들을 뜻밖의 조합으로 연결시키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제작 공동체들

세고 목록을 만들었으며, 빠진 글자를 확인하여 없는 활자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

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디지털-아날로그 혼용 오픈소스에 대해서 엘 카펜터(Ele Carpenter)

로) 직접 그려서 다른 기술로 대체 활자를 제작해 폰트를 완성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활

가 기술한 것처럼, 이들은 '사물의 작동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역엔지니어링, 자신에게 필요

자와 같은 높이의 MDF(톱밥과 접착제를 섞어서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와 플렉시글라

한 도구 손수 제작, 그 과정의 공개, 동료 간 기술 공유를 통한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 (카펜터,

스(유리와 같이 투명한 합성수지)에서 활자체를 레이저로 절삭해 보기도 하고, CNC-라우터

2011년 4월 9일). 이러한 특징들은 인쇄역사 박물관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목공에 적합하게 소형화한 공작기계)로 잘라보기도 하고, 아니면 합판이나 리놀륨(목판보다
조각이 쉬운 합성목재)에서 손으로 글자들을 잘라낸 다음 고정을 시켜 보기도 하면서 새로운

[해킹 프로젝트 일러스트레이션 제시: 디지털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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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목활자의 제작 방식을 실험했다.
또 우리는 프란스 마세릴(Frans Masereel) - 한동안 우리 학교 교수로 있었던 1930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고루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크

년대의 저명한 플랑드르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목판화가 - 의 그래픽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로포드의 글에서처럼, 진보를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공경뿐 아니라 반항도 필요하다. 우리 학
생들에게 역사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과거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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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센티미터 크기의 대형 폰트(종류별 활자 한 벌)를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 구두점을 자유롭게 합판에서 잘라 MDF에 활자 높이로 고정시켰다. 이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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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우리는 마세릴이 한 말을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기다란 현수막에 찍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하고 선생으로서 우리가 갖는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 소통의 미래를 재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작한 '마세릴 폰트'로 시위 포스터를 만들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옛 목활자를 위한 조판 폰트의 디지털화 작업을 들 수 있지만, 그 이야
기는 말로도 할 수 있는 데다 이미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있어 생략한다.]
이런 프로젝트나 수업은 대부분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의 도움을 받아 다른 컬렉션 및 박
물관의 워크숍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운영이 쉽고 경제적이며,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음 내용들을
얻을 수 있다.
- 옛 방식과 기술에 대한 심도 깊고 영속적인 통찰력
- 커다란 성취감
- 스스로 연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
이 밖에도 그런 프로젝트와 워크숍들에서는 학생들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목록 작
성 서비스 및 컬렉션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대중들이 컬렉션을 활용하거
나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컬렉션의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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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timeline on how printing spread from west to
Singapore, and the situation in SEA at the moment
We have just started.

우리 인쇄술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Although the modern printing history in South East Asia have been around
for over two hundred over years, there has yet been much work on the
printing heritage or space that is dedicated to printing heritage and culture.
The presentation will be on the short timeline on how modern printing
process spread from the west to Singapore and on the recent activities and
effort of individual or institutes and plannings in promoting and preserving
printing heritage in SEA.

동남아시아에 근대 인쇄술이 도입된 지는 2백 년이 넘었지만, 인쇄 유산 보존 또는 전시 공간

• How modern printing spread to Singapore and the region
• Short timeline on major printing event happened in Singapore
• Current activities on printing education, heritage and research in
Singapore
• SEA printing heritage activities
The start of modern printing was introduced by the Missionaries from
London Missionary Society in 1823 with the setting up of the Mission Press
by both Claudius Henry Thomsen and Samuel Milton. The Mission Press
closed down in Singapore in 1846 , the set up was moved to China , but
printing activities continues.
The unique multi cultural linguistic population in Singapore resulted in
various language being printed.
The earliest English newspaper started in 1824 , Singapore Chronicle ,
earliest Chinese weeklies Tifang Jih Pao (地方日 ; Local News) in 1845 and Jit
Sheng (日升; Rising Sun) in 1858 and as well as Chermin Mata, a Malay (Jawi)
quarterly journal (from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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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쇄술 전래와 현 상황

마련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근대 인쇄술이 서양에서 싱가포
르로 전해진 방식과 개인 및 기관들이 최근 동남아시아 인쇄 유산 보존과 홍보를 위해 벌이
고 있는 노력과 활동,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근대 인쇄술이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전래된 방식
• 싱가포르의 인쇄 관련 주요 사건 연대표
• 싱가포르의 인쇄 교육, 인쇄 유산 및 연구 현황
• 동남아시아의 인쇄 유산 관련 활동
싱가포르의 근대 인쇄술은 선교 출판부(Mission Press)를 설립한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
클라우디우스 헨리 톰슨과 사뮤엘 밀튼에 의해 1823년 도입되었다. 싱가포르의 선교 출판부
는 1846년 폐업 후 중국으로 이전했으나 싱가포르 내 인쇄 작업은 계속되었다.
특유의 다문화적 인구 구성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인쇄 작업은 여러 언어로 이루어졌다.
최초의 영자신문 싱가포르 크로니클이 1824년에 개간했고, 최초의 중국어 주간지인 티팡 지
파오((地方日 ; 지방신문)는 1845년에, 짓 셩((日升; 일출)은 1858년에 나왔으며, 말레이어
(자위 문자) 계간지 셔민 마타도 1858년에 첫선을 보였다.

80년대까지는 활판인쇄술과 석판인쇄술이 주로 사용되다가 이후 주요 신문사들이 인쇄 방
식을 전환하면서 사진식자술과 전자출판이 활용되었다. 80년대까지도 인쇄술을 기록, 보존
할 만한 박물관이나 전시 공간은 없었다.
현재 인쇄 유산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인쇄 장비에 대한 교육 및 전시, 연구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 관련해서는 순 얏 센 난양 기념관, 싱가포르 타일러 인쇄관, Typesettingsg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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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ting method Letterpress and Lithography remain the main printing
method up till the 80s when major newspaper transit to phototypesetting
and later on desktop publishing . No museum nor space were set up
dedicating to this form of printing till then.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도 인쇄 유산 보존 및 전시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Current printing heritage activities in Singapore that is on education ,
display of printing equipments and research. Looking into Sun Yat Sen
Nanyang Memorial Hall, Singapore Tyler Print Institute, Typesettingsg and
researchers.
Southeast Asia printing heritage activities in Malaysia, Thailand, Indonesi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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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8

Ying LI
China Printing
Museum, China

The Printing Enlightens World Civilization
China is the hometown of the printing, paper and ink, engraving, movable
type and other technological invention, which affects the whole process of
the world's civilization. Throughout the world printing history, it is Chinese
printing which enlightening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printing. Looking
from the aspect of history, the printing is a process of gradual evolution
and accumulation of experience in constant exploration; looking from the
aspect of spac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promoted the development of printing culture.

Ⅰ.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Printing
Printing is a sophisticated manual technology. It is an inevitable outcome
when the social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develop to a certain level.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experienced a long accumulation. The invention and
spread of the Chinese character serves as the basis, the invention of paper
and other material as the premise, the technology of printing, sealing, and
rubbing as the preparation and meanwhile the need of the entire society
such as the need of citizens fo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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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 International Spread of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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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tightly linked people all over the
world together. The printing, one of the "Four great inventions of ancient
China", is known as the "the mother of civilization". The spread of Chinese
printing technology, which later became the printing technology of the whole
worl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and boosting the diversity of civilization. Chinese printing culture
was introduced to Europe through the Silk Road. At around 1450, inspired by
the Chinese movable-type printing, A German named Gutenberg invented
the lead-made movable mechanical printing technology which utilize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as the core. After decades, the mechanical
printing technology spread throughoutthe whole Europe.

Ⅲ. The Lively Heritage of Printing Culture
The heritage of printing culture includes both the material of the printing
culture and the technique of the printing cultural. Printing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not be protected just through the silent record in text,
but can only be best protected through lively circumstance and reproduction
of this culture heritage.
1. Printing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2. The inherit and spread of the printing culture

Ⅳ. Research and Conservation Plan of the Printing
Culture In the hometown of printing, China Printing Museum on behalf of all
th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lated to printing are working diligent for
the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inting culture.
I would like to express our warm welcome to all the institutions, experts
and schola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come to China next year, to discuss
, communicate and to share the ancient or modern printing culture. China
Printing Museum also is looking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everyone
in exhibition, discovery, protection and all the other aspect of the printing
culture.

발표 8

인쇄, 세계 문명을 깨우치다
중국은 인쇄, 지묵, 조판, 활자를 비롯해 전세계 문명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기술
적 발명품의 본고장이다. 세계 인쇄 역사를 통틀어 인쇄술의 발전을 일깨운 것은 바로 중국

잉리

인쇄술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쇄술은 부단한 탐구 속에서 점진적으로

중국 인쇄박물관

진화하고 경험이 축적된 과정이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동서양 간의 교류가 인쇄 문화 발전
을 촉진했다.

Appendix•
Participants

Ⅰ. 인쇄의 발명 및 발전
인쇄는 섬세한 수작업 기술이다. 사회 정치와 경제, 문화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되면 필연적으
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인쇄술의 발명은 오랜 축적 과정을 거쳤다. 한자의 발명과 전파는
인쇄술 발명의 토대 역할을 했으며, 종이를 비롯한 다른 재료들의 발명은 전제 역할을 했다.
인쇄, 인장, 탁본의 기술은 준비과정 역할을 하고 글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 등 전체 사
회의 필요를 기반으로 인쇄술은 발전했다.

Ⅱ. 인쇄의 국제적 전파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세계 모든 인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위대한 4
대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쇄술은 ‘문명의 어머니’라고 묘사된다. 후대에 전세계 인쇄
술로 발전한 중국 인쇄술의 전파는 문화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문명의 다양성을 고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의 인쇄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래되었다. 1450년경
중국의 활자 인쇄에 영감을 받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납 활자를 사용하는 기계식 활판인쇄
술을 발명했으며, 인쇄기의 발명이 그 핵심요소였다. 수십 년 후, 기계 인쇄술은 유럽 전역으
로 전파되었다.

Ⅲ. 인쇄문화의 생생한 유산
인쇄문화의 유산으로는 그 재료뿐만 아니라 기술도 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인쇄술은 텍
스트 안에 조용히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문화유산의 생생한 환경과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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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통해서만 최상의 상태로 보호될 수 있다.
148

1. 비물질적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쇄
2. 인쇄문화의 상속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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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쇄에 대한 연구 및 보존 계획
인쇄의 본고장인 중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인쇄박물관은 인쇄와 관련한 모든 기관과
개인을 대표하여 인쇄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인쇄문화를 논하고 교류하고 공유하기 위해 내년 중국을 방문할 전
세계 모든 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또한 중국인쇄박
물관은 인쇄문화의 전시, 발견, 보호를 비롯한 전 영역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부록. 참가자 소개

National Library of Armenia,
Book Printing Museum
(Armenia)

• Opened: September 25, 2017.
• Permanent exhibition space: 230m².
The Book Printing Museum is attached to the National Library of
Armenia. Exhibits are demonstrated in 6 thematic halls: THE ORIGIN
OF WRITING / THE ARMENIAN ALPHABET / THE PIONEERS OF
ARMENIAN PRINTING / THE DIASPORA OF ARMENIAN PRINTING /
BOOK PUBLISHING / THE ETERNITY OF WRITING.
http://www.nla.am

Tigran ZARGARYAN
*Director

Specialist on library management with over 30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Strong interest in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solutions for digital libraries, open standards, distance learning, open
educational resources, Creative Commons licensing schemes. Dean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ol,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Educational Cent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아르메니아 국립도서관
책 인쇄 박물관
(아르메니아)

• 개관날짜: 2017년 9월 25일
• 상설전시장 크기: 230 m².
책 인쇄 박물관은 아르메니아 국립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6개의
주제관(글쓰기의 기원 / 아르메니아 알파벳 / 아르메니아 인쇄의 선구자 /
아르메니아 인쇄의 디아스포라 / 책 출판 / 쓰기의 영원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티그란 자라얀

*관장

티그란 자라얀은 지난 30년간 전문적으로 도서관 경영을 해왔다.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무료 개방형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방형 표준, 원격 교육,
개방형 교육 자료, 크리에티브 커먼즈 라이센싱 등에 관심이 많다.
현재 국립과학원 국제과학교육센터의 문헌정보과학원 학장이다.

New England Regional
Art Museum &

NERAM contributes substantially 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abric of Armidale and is enjoyed by more than 37,000
visitors annually. NERAM opened its doors in 1983 as a purpose-built

(Australia)

art gallery for the Howard Hinton Collection of close to 1,400 donated
artworks. The Museum now boasts six gallery spaces, the Museum
of Printing, an artist’s studio, conference facilities, a shop and café,
as well as four major art collections.
http://www.neram.com.au

Rachael PARSONS
*Manager Exhibitions
and Curatorial

Rachael is an Australian curator, educator and academic currently
based at New England Regional Art Museum as the Manager for
Exhibitions and Curatorial. Over 10 years, she has worked as an
independent and institutional curator within university, commercial,
public and artists ru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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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of Printing

뉴잉글랜드 지역 미술관 &
인쇄박물관 (NERAM)
(호주)

1983년 NERAM은 1400점에 달하는 하워드 힌튼 컬렉션 기증품 소장을 위해
건립되었다. 박물관은 현재 6개의 전시실과 인쇄 박물관, 작가작업실, 회의 시설,

Ludivine ONUCZAK
Director

벨기에 인쇄 박물관
(벨기에)

레이첼 파슨스

벨기에 인쇄 박물관은 구텐베르크 시기부터 17세기까지 이르는 서양 인쇄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박물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지속 사용될 수 있도록

레이첼은 NERAM의 전시 기획자 및 큐레이터로서 호주에 근거를 두고 큐레이터,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은 정상 작동하는 라이노타이프같은 19세기, 20세기

교육자,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10년 이상 대학, 상업, 공공 영역에서 독립·기관

주조기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종이 제작, 판화, 예술적 제본 제본 역시 소장품의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루디빈 우노작 *관장

Association of European

director at the Maison de l'Imprimerie.

상점, 카페, 4개의 주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37,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고 있으며, 아미데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시 기획자 및 큐레이터

Graduate in Art History and Archeology, I worked for 5 years as a

미술사와 고고학을 전공하였으며 벨기에 인쇄 박물관 디렉터로 5년째 일하고있다.

The aim of the AEPM is to encourage the sharing of knowledge,

Printing Museums

experience, initiatives, and resources in all fields of the graphic arts as

(Belgium)

they have been practised from the time of Gutenberg until the present
day. The AEPM has gradually enlarged its remit to include a broad

Museum Plantin-Moretus
(Belgium)

range of print-related museums, heritage workshops and collectors

Museum Plantin-Moretus, UNESCO WORLD HERITAGE, is the house
and workshop of the renowned Plantin-Moretus printing dynasty who
were active from 1555-1863. The museum holds the oldest printing

actively involved in preserving the heritage of the printing industry.

presses in the world. In the type cases a treasure of typographical

http://www.aepm.eu

material has been assembled. The libraries house unique manuscripts

Alan Marshall worked for twenty years in printing and publishing in

complete story of three hundred years of publishing activity.

Britain, writing occasionally for the trade press on various aspects of

https://www.museumplantinmoretus.be

and showpieces from European book printing. The archives tell the
Alan MARSHALL
*Chair

printing history, before moving to France. While preparing a doctoral
thesis on the beginnings of phototypesetting he began working
with the Lyons Printing Museum which he directed from 2002 until
his retirement in 2015. He is currently chair of the Association of
European Printing Museums.

Guy HUTSEBAUT,
Technical expert
Graphic Arts/Curator
Typographical Collection

Guy Hutsebaut is a Belgian typographer. He studied classical
typography, letterpress and book printing. Since 1983 he has been
a technical expert in graphic arts working in the Plantin-Moretus
Museum in Antwerp. In 1997, at the age of 40, he graduated cum
laude at the Plantin Institute of Typography, a post graduate school of

유럽인쇄박물관협회
(벨기에)

유럽인쇄박물관협회(AEPM)의 목표는 구텐베르크 생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graphic arts based in the Plantin-Moretus Museum. Guy Hutsebaut

그래픽아트 내 모든 분야의 지식과 경험, 독창력, 자원 공유 방법을 장려하는

is responsible for the typographical collection of the museum and

것이다. 유럽인쇄박물관협회는 인쇄 관련 박물관, 문화유산과 관련된 워크숍,

the historic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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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의 유산을 보존하는데 적극적인 수집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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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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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탱-모레투스 박물관
(벨기에)

알란 마샬

*의장

플랑탱-모레투스 박물관은 1555-1864년동안 운영된 플랜틴과 모레투스 가의
저택 겸 작업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상당한 인쇄 자료들과

알란 마샬은 프랑스로 이사하기 전 20년간 영국에서 인쇄와 출판 사업에 몸담아 왔다.

고유한 필사본, 유럽 인쇄물 대표작들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또한 인쇄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사설을 업계 신문에 종종 써왔다. 사진

300년에 걸친 인쇄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식자기가 사용되던 초창기인 2002년 박사 논문을 시작했으며, 2015년 퇴임 시까지
리옹인쇄박물관과 일을 했다. 현재는 유럽인쇄박물관협회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다.

Maison de l'Imprimerie
(Belgium)

기 우츠보

기 우츠보는 벨기에 출신의 인쇄공이다. 고전 활자, 활판 인쇄, 책 인쇄를 전공하고

*그래픽아트 기술자/

1983년부터 앤트워프 플랑탱-모레투스 박물관의 그래픽아트 기술자로 일해오고

활판 컬렉션 큐레이터

있다. 40세가 된 1997년, 박물관 내 설립된 플랑탱 활판 석사과정을 우등

The Maison de l'Imprimerie is a living museum devoted to western

졸업하였다. 현재 그는 박물관의 활자 소장품과 건축 유적을 책임지고 있다.

printing from the beginnings with Gutenberg until the nineteen
seventies. The museum team wants to keep the machines running.
You can admir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presses in working
order as well as machines such as the linotype. The collections are

Project-Letter-Kunde
(Belgium)

Project Letter Kunde in Antwerp, is a collection of print-historical artefacts
with common presses, iron hand presses, (wood-)type, hand moulds, type

also devoted to the manufacturing of paper, engraving and the art of

casting machines, including a complete setup for creating typogra

binding.

phical punches and matrices. An extended library of printing manuals

http://www.maison-imprimerie.net/

has been brought together to help the research. Aiming not only to
preserve the hardware but also the intangible heritage of print culture.
http://letter-kunde.be

Patrick GOOSSENS
*Researcher/proprietor

Patrick Goossens, is a historian of printing technology (Universities Antwerp/
Louvain). Using his extensive collection of print-historical artefacts he

중국인쇄박물관
(중국)

중국은 인쇄의 본고장이며 목판 인쇄부터 조판 인쇄 그리고 레이저 프린팅과 디지털
프린팅에 이르기까지 1400년에 걸쳐 발명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인쇄인들의

tries to preserve intangible heritage engaging him in a ‘punch-cutting’

지혜를 계승하고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course at the Imprimerie Nationale. Presenting-publishing his findings

위해서, 중국인쇄박물관은 1996년 6월 1일 개관했다. 총면적 8000제곱미터,

worldwide. He is a board member :‘AEPM’ and ‘Friends of the Plantin-

6000제곱미터의 전시공간에서 고대와 현대 인쇄 전시, 인쇄 장비, 디지털 전시 및

Moretus Museum’ (co-founder). His PhD explores ‘The introduction of

임시 전시관등을 운영하며 관람객을 위해 희귀하고 멋진 유물과 장비를 전시한다.

innovative printing technology in XIXe century Belgium’.
잉리

중국인쇄박물관의 서비스부장 겸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북경인쇄학원의

*교수

겸임교수이다. 중국 채색인쇄 2000년사와 중국인쇄이야기와 같은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레터-쿤드

앤트워프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레터-쿤드는 철제 수동 인쇄기, 목활자, 수동 주형,

(벨기에)

활자 주조기, 펀치, 주형틀 등 역사적 인쇄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중국에서 수차례 수상했다. 세계 15개국을 순회한 ‘중국인쇄의 영광’이라는

도움이 될만한 광범위한 인쇄 매뉴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뿐 아니라

전시회를 기획했다.

무형의 인쇄 유산을 보존하는데 힘쓴다.

패트릭 구센즈

*연구원 및 소유주

앤트워프/루뱅 대학에서 공부한 인쇄 기술 역사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인쇄 역사와

저우 구

2015년 중국 과학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국인쇄박물관의

*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 연구분야는 중국인쇄사와 중국의 고인쇄 문화이며

관련된 방대한 유물 수집을 통해 무형 유산을 보존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분석원자분광학저널, 고고광학저널 등 다수의 연구지에 논문을 등재시켰다.

국립 인쇄 박물관에서 펀치커팅 강의를 진행했다.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출판하는 한편

AEPM의 이사회 및 플랑탱-모레투스 박물관 후원 모임의 공동설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19세기 벨기에의 혁신적 인쇄 기술 소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National Library of China
(China)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NLC) serves as the repository of the
nation's publications, a national bibliographic center, a 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ancient books, as well as

China Printing Museum
(China)

China is the home of printing. From woodblock printing to movable type,

the national museum of ancient books. The NLC's collection totaled

from clay type to lead type, from laser printing to digital printing, the

more than 35,000,000 volumes and artefacts, and this number is

invention,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printing has gone

increased by nearly one million each year. The NLC inherits all royal

through 1400 years. Intended to preserve printers’ wisdom, inherit their

collections since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many celebrities'

creative spirit, and inspire future generations to make progress, with

private collections since Ming and Qing Dynasties. Dunhuang

warm support from home and abroad, China Printing Museum was

Manuscripts, the Zhaocheng Tripitaka of the Jin Dynasty, the Yongle

officially completed and opened to the public on June 1st, 1996. The

Encyclopedia, and the Complete Library of the Four Branches of

constructed area of China Printing Museum is about 8,000 square meters,

Literature are considered as the NLC's Four Special Collections.

and exhibition area is about 6,000 square meters. The museum has

http://www.nlc.cn/ne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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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printing exhibition, modern printing exhibition, prin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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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digital exhibition and temporary exhibition hall, the audienc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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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e many fantastic and valuable printing antiques and machines.

Hongyan CHEN
*Professor

www.printingmuseum.cn

Graduated from the Chinese literature department of Peking
University in 1987. She is the professor of National Library of China.
In recent years, she has presided over or participated in a number of
major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key research bases for

Ying LI
*Professor

Ying Li is the director of the service department of China Prin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ajor projects of the National Social

Museum, and the senior researcher of China Printing Museum. She is

Science Foundation, and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upport

also is adjunct professor of Beijing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

plans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me of her research works such as The two thousand history of
Chinese color printing, The Chinese printing story won many prizes in
China. She also organized The Glory of China Printing Exhibition which

중국국가도서관
(중국)

중국국가도서관은 중국 출판물의 공식 보관장소이자 국립 문서고이며 고서들의
보존과 보관을 담당하는 중심이자 박물관이다. 국가도서관은 350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는 동시에 매년 100만권씩 그 장서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돈황문서,

has travelled in 15 countries.

금나라시대의 조성금장과 명나라의 영락대전, 사고전서를 비롯, 남송에서

Zhou GU
*Research Fellow

Mr Gu Zhou,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명청시대에 이르는 황실 장서와 여러 학자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of Sciences in 2015. He is the research fellow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China Printing Museum, and focuses on researching
the printing antiquities and printing history of China. He has published

홍옌 첸

1965년에 태어나 1987년 북경대 중국문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

*교수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교육부의 인문학과 사회과학분야 주요

several Sci/Ssci papers in Journal of Analytical Atomic Spectrometry,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주요 프로젝트와 과학기술부의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etc.

국가 과학 기술 지원 계획을 맡아왔다.

Hong Kong Open Printshop
(China, Hong Kong)

Founded in 2000, Hong Kong Open Printshop is Hong Kong’s first
non-profit open printshop run by artists. In 2012, Hong Kong Open
Printshop registered as a charitable organisation. Our main aim is to

Yung SAU-MUI
*Programme Director

Khaled AZAB
*Head of Central Projects &
Services Sector

He holds a PhD in Islamic Archaeology from Cairo University. He has
written several books on the history of printing. In 2006, together
with Ahmed Mansour, he won the State Incentive Award from the

promote visual art with an emphasis on image making, and to give

Egyptian Government for his book on ‘Bulaq Press’. In 2016, he won

back to the community by providing art programmes that people of

the State Award for Excellence in Social Sciences for his body of

all ages and from all walks of life can enjoy.

work. Dr Azab is a member of numerous scientific societies and

http://www.open-printshop.org.hk

organizations, as well as editor-in-chief of a number of magazines.

Yung Sau-mui received her education in printmaking from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Alabama, and the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집트)

Tamarind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알렉산드리아의 신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BA)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개방 정신과 학문을 수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식의 생산과 전파, 문화와
사람 간의 소통, 학습,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She is at present Programme Director of the Hong Kong Open
Printshop and appointed as Museum Expert Adviser (Hong Kong Art)
of the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칼레드 아잡

*중앙프로젝트&서비스부 부장

그는 카이로 대학교에서 이슬람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인쇄 역사에 관한
책 다수를 집필했다. 2006년 그의 책 ‘Bulaq Press’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아메드 만수르와 함께 사회과학부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홍콩 오픈 프린트숍

2000년 설립된 홍콩 오픈 프린트숍은 예술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홍콩의 첫 비영리

(중국, 홍콩)

개방형 프린트숍으로, 2012년 자선 단체로 등록되었다. 이곳에서는 이미지 생산에

아잡박사는 다수의 과학 협회와 단체와 잡지의 회원 및 편집장직을 맡고 있다.

중점을 둔 시각예술을 촉진하고 연령과 배경에 상관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를 환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융 사무이

*프로그램 디렉터

융 사무이는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교, 앨라배마 대학교, 뉴멕시코대학교 타마린

Bulaq Press Exhibition,

Bulaq Press is the first exhibition that archives the history of printing

Bibliotheca Alexandrina

in Egypt. The exhibition includes the available machines of the Bulaq

(Egypt)

Press since the reign of Mohamed Aly in the early 19th century,
which reflects the immense transformations of book industry that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현재 홍콩 오픈 프린트숍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took place in Egypt, and the renaissance and development at that

박물관의 여가 및 문화 서비스부 전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time. It also includes the foundation text and the renovation text
of the Press during Khedive Tawfiq’s era, as well as the first issue
National Technical Museum
(Czech Republic)

The National Technical Museum printing collection contains about

of the newspaper Waka’e’ Misreya and the 1888 employees’ salary

2,500 items from the years 1700 -2010.

ledger. The exhibition aims at highlighting the role of the press

http://www.ntm.cz

at that time in disseminating knowledge and developing the book
industry in Egypt and the Middle East through cultural and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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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el POHL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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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Department
of printing and writing
equipment)
체코 국립기술박물관

The Curator of the Museum Collection since 2009, co-author of

publications about medicine, engineering, chemistry and literature.

the Printing Exposition Scenario, focuses on promoting traditional

http://www.bibalex.org/BulaqPress

printing techniques through workshops and publications.
Ahmed MANSOUR
국립기술박물관은 1700년부터 2010년까지를 대표하는 약 2,500점의 인쇄

*Director

Ahmed Mansour, Director of the Bibliotheca Alexandrina’s Writing
and Scripts Center obtained.

(체코 공화국)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Alexandria. He is responsible for

파벨 폴레이흐

2009년부터 박물관 소장품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인쇄 박람회 시나리오’를

Between 2005 and 2010 he was the coordinator of the project

*큐레이터 (인쇄와 저술 장비 부서)

공동집필했다. 워크숍과 출판물을 통해 전통 인쇄 기술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the Bulaq Press Printing exhibition in Bibliotheca Alexandrina.
‘Journey of Writing in Egypt’. The project explored the most frequent

forms of writing in ancient and modern Egypt. He is a researcher
in Arabic printing history. In 2005, he published, in collaboration
Bibliotheca Alexandrina
(Egypt)

The new Library of Alexandria, the new Bibliotheca Alexandrina

with Dr. Khaled Azab, The Bulaq Press on the history of Egypt’s first

(BA), is dedicated to recapturing the spirit of openness and

government-owned printing house and its role in the development

scholarship of the original Bibliotheca Alexandrina. The Bibliotheca

of Egyptian society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for which they

Alexandrina aims to be a center of excellence in the production and

were awarded the Incentive State Award in Social Science in 2008.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to be a place of dialogue, learning
and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and peoples.
http://www.bibalex.org/bulaqpress

불라크 프레스 (이집트)

아메드 만수르

*관장

블라크 프레스는 처음으로 이집트 인쇄역사를 보존하기 시작한 기관이다.

Annie BOCEL

A graduate of the Estienne school in engraving, Annie Bocel served

*Saint-Frégant

her apprenticeship with the engraver Jean-Luc Seigneur. She then

아메드 만수르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필체&문자 센터 부회장이다.

intaglio printing in a Parisian workshop and learned the techniques

블라크 프레스 인쇄 박물관을 총괄하고 있다.

of embossing within the Creanog company. Rich in these successive
experiences, she opened a printmaking workshop in northern
Finistère and at the same time became an engraver of typographic

Association Espace

This year, 2018, we are celebrating the 550th Anniversary of the

Européen Gutenberg

death of Gutenberg, which brought together the two leading cities

(France)

Mainz and Strasbourg dear to Gutenberg's life. Every two years, a
program of festivities has been launched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punches at the French National Printing Works.

프랑스 국립 인쇄소
(프랑스)

프랑스 국립 인쇄소 펀치 보관소는 프랑스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최근 등재된 전문
직종인 인쇄용 펀치 판화의 공정 가격 설정 및 보호 일에 일조하고 있다.

city of Strasbourg and the Eurométropôle. Our goal is the collection
and restoration of old machines, to make them work by transmitting
the know-how of former enthusiasts and newcomers with their

Guy TINSEL
*President

넬리 게이블

*활자 펀치커터, 인간 문화재

국립 인쇄소 활자 펀치커터 넬리 게이블은 2013년 문화부로부터 이 분야의 예술
장인으로 공인받았다. 그녀는 파리 불레 대학 졸업 후 1987년부터 국립 인쇄소에서

modern ideas of communication.

펀치커팅과 같은 소멸 위기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첫 여성 펀치커터인

http://espace-gutenberg.fr

그녀는 현재 소장품복원소에서약 70만점의 유물을 관리하고 있다.

Started screen printing with Alcatel, to learn more I changed jobs to see

애니 보첼

에스티엔 학교를 판화과를 졸업한 애니 보첼은 판화가 장-뤼크 세그네르 아래서

the different applications of screen printing. Currently working as an

견습 생활을 하였다.이후 그녀는 파리 공방에서 음각 인쇄를 가르치는 한편,

international consultant for both artistic and industrial screen printing.

크레노그사에서 양각 기술을 익혔다. 관련 경험을 충분히 쌓은 이후 피니스테르
북부에 판화 공방을 여는 한편, 국립 인쇄소에서 조판사로 일하고 있다.

유럽 구텐베르크 박물관 협회
(프랑스)

우리는 마인츠시, 스트라스부르시와 함께 협력하여 구텐베르크 서거 550주년이
되는 2018년을 기념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스트라스부르와 유로메트로폴의
후원을 받아 축제를 연다. 우리는 과거의 애호가들이 가진 노하우와 새로운
사람들이 가진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를 연결짓기 위해 오래된 기계를
수집하고 복원하고 있다.

La Maison de
l'Imprimerie, in Rebais
(France)

La Maison de l’Imprimerie is a printing museum located in the small
town of Rebais, France. It is run by Jacques Driot, a retired printer
and Linotypist, who created the museum of his own initiative. The
museum has been in operation for eight years now and receives

기 틴셀

*회장

알카텔에서 처음 스크린 프린팅을 접한 이후, 스크린 프린팅의 다양한 응용법을

between 1,000 and 1,200 visitors per year. Workshops are also

연구하기 위해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현재 예술, 산업 스크린 프린팅 분야에서 국제

organised with school children and temporary exhibitions are

자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sometimes held in other places too. The museum is mostly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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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d and managed by an association.
http://museeimprimerierebais.e-mon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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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imerie Nationale
(France)

The punches cabinet of the French National Printing Works
contributes to the valorization and conservation of engraving of
typographic punches, a profession recently listed on the inventory of
Fren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ictor THIBOUT
*Member of the association
that manages the museum

http://www.imprimerienationale.fr/

I am a simple member of the association that manages La Maison
de l’Imprimerie. I currently work as an interpreter and also carry out
independent research on the history of letterpress in the Far-East.
I am specifically investigating letterpress matrix production, type
caster production and typefounding-related technology transfers in

Nelly GABLE
*Type punchcutter,
Living treasure of art

Type punchcutter at the Imprimerie nationale, Nelly was appointed

China, Japan, Korea and Mongolia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Maître d’art (Living treasure of art) by the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in 2013. Graduate of the École Boulle in Paris, Nelly Gable had to
impose herself in a male profession. In 1987, she entered the Cabinet

르베 인쇄 박물관
(프랑스)

은퇴한 인쇄공이자 리노타이프 기술자 자크 드리오가 프랑스의 작은 도시 르베에
설립한 르베 인쇄 박물관은 개관 8년을 맞이하며 매년 1,000~1,200명 정도의 방문자를

des poinçons of Imprimerie nationale to practice an endangered

맞이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운영하며, 때때로 외부

trade, that of type punchcutter. Nelly, the first woman punchcutter,

전시를 개최하기도 한다. 박물관은 주로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며 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works on the restoration of the collections and is responsible for the
engraved heritage of the Cabinet des poinçons which includes about
700,000 pieces classified as Monuments historiques.

빅터 티보

*박물관 관리 협회 회원

빅터 티보 인쇄 박물관을 관리하는 협회 회원 중 한명으로, 현재 통역사로 활동하며
동아시아 지역 활판 인쇄 역사에 대한 독립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19~20세기
중국, 일본, 한국, 몽고 지역의 활자 주형, 활자 주조 생산법, 주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Les mille univers
(France)

Les mille univers (‘a thousand universes’) is a non-profit-making
organisation based in Bourges (in the centre of France, at about 2 hours

클라우디오 갈레리

그래픽아트 소장품에 대한 교육과 조언활동도 하고 있다.

*디렉터

from Pari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Association of European
Printing Museums (AEPM) and a member of the working-group for

Museum of Printing and

The museum contains very rich collections on the history of print in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based in Cheongju, the

Graphic communication

Europe (history of books and techniques) and on the modern history

IAPM, les mille univers works as a traditional letterpress workshop.

(France)

It is a living space, bringing together authors, artists and people of all

of graphic design.
http://www.imprimerie.lyon.fr/imprimerie/

generations. Les mille univers is an educational and cultural site, its
aim being to share culture and knowledge.

Joseph BELLETANTE
*Director

Frédéric TERRIER
*Director

PHD, Curator and director of the museum, specializing in visual
culture and iconology.

Frédéric Terrier studied in Annecy art school and in Bourges national
art school (Ensa). He is the director of 'les mille univers (thousand
universes)' which he created in 1994. He is the father of Louise, Alice

리옹 인쇄 박물관
(프랑스)

유럽 인쇄 역사(책과 기술의 역사)와 그래픽디자인 근대사에 대한 방대한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다.

and Sarah.
조제프 벨탕트
르 밀르 유니베
(프랑스)

르 밀르 유니베(천개의 우주)는 부르주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이다.

*관장

박물관 관장 및 큐레이터직을 맡고 있으며 시각문화와 도상학 전문으로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유럽인쇄박물관협회의 멤버이자 세계인쇄박물관협회 설립 준비를 위한 워킹그룹
회원이며 전통 활판인쇄 작업장이다. 이곳은 작가, 예술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한데 묶는 살아있는 곳이며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Deutsches Museum Munich
(Germany)

프레데릭 테리에

*관장

The Deutsches Museum possesses over 100,000 objects from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large number of valuable

안시 예술학교와 부르주 국립 예술대에서 공부하였고 1994년 레 밀르 유니베를

original exhibits makes the Deutsches Museum one of the most

설립하였다. 루이즈, 앨리스, 사라 세 아이의 아버지이다.

important museum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ywhere in the
world. Collecting historically significant objects is still one of the
Museum’s central tasks, so that the stock is constantly growing.

Musée Médard
(France)

http://www.deutsches-museum.de

Built around the exceptional study of the bibliophile Louis Médard
(1768-1741), born in Lunel, the museum is a place dedicated to

books, to the history of his collections as well as to the arts and
crafts related to our written heritage. Our cultural program proposes
regular workshops, readings, shows and meetings presented by

Sonja NEUMANN
*Curator Printing and
Paper Technology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professionals and craftsmen from the world of books.

I am curator of the printing/paper technology department of the
Deutsches Museum in Munich. Currently I am planning the new
printing technology exhibition. The reopening of the new exhibition is
scheduled for summer 2020.

http://www.museemed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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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독일 박물관

Claudio GALLERI
*Director

Trained as an art historian, I have worked for the Inventory of

(독일)

국립 독일 박물관은 과학 및 기술 분야 소장품 10만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해당 분야의 가장 중요한 박물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박물관은 지금까지도

Heritage in Italy and for several museums on projects relating to the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품목을 수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숫자는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pecial collections. As curator in charge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of the historic print collections of the Lyon City Library, I conducted
several exhibition projects (Daumier, After Michelangelo), and
presentations for the public. As well as research and writing, I teaches

소냐 노이만

*인쇄 및 제지술 큐레이터

소냐 노이만은 국립 독일 박물관 인쇄 및 제지술 큐레이터이다. 2020년 여름
재개관할 인쇄술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and advises in the field of management of graphic arts collections.

메다르 박물관

루넬에서 태어난 애서가 루이스 메다르(1768-1741)에대한 이례적 연구로부터

Drucken & Lernen

Drucken-und-Lernen is the last place in Germany to provide necessary

(프랑스)

시작된 박물관은 책과 그의 수집 역사, 기록 유산과 관련된 예술작품과 공예품을

(Germany)

materials and machines to schools, universities and museums for hand

보관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워크숍, 낭독, 전시, 서책분야의 전문가 및

press printing. Our priority is to cast types and produce hand presses

공예가가 참석하는 모임을 개최한다.

for education and art crafts. A museum for printing techniques and type

미술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클라우디오 갈레리는 이탈리아 유물 품목 관리

casting is operated at the current venue. It’s a living collection since the

분야에서 일하는 한편 여러 박물관에서 홍보와 특별 소장품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actual machines used now for printing are displayed at the museum.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리옹 시립 도서관 고인쇄 소장품 담당 큐레이터로서

Various lectures and job education are provided too.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고 대중 강연을 진행했다. 연구 및 집필 활동과 함께

http://www.drucken-und-lernen.de

Bernhard DORN
*Director

He has worked since 1987 in printing and art fields. He now works
in typography, lithography, type casting and printing. As well as a

HBKsaar
(Germany)

HBKsaar is one of the important creative centers of South/Western
Germany. The centrally located main campus in Saarbrücken with

conservator and a technician. Also, for sidelines, he is a publisher, an

workshops, library, graphic arts, photo, video and audio studios,

ant-protector and a beekeeper.

offers rich artistic, creative and scientific research opportunities.
Furthermore, HBKsaar is part of the UNESCO World Cultural

드룩켄 & 레르넨
(독일)

드룩켄 & 레르넨은 현재 독일에서 유일하게 학교, 대학, 박물관을 대상으로 수동

Heritage Site Völklinger Hütte where additional studios are located.

인쇄기에 필요한 재료와 기계를 공급하고 있다. 교육과 공예품에 필요한 활자를

The university’s printshop houses a large collection of European

주조하고 수동인쇄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본사 건물 내에 인쇄 기술과 활자 주조

wood type courtesy of Patrick Goossens.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소장품들이 실제 인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https://www.hbksaar.de

박물관이며, 다양한 강의와 직무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Indra KUPFERSCHMID
베르하르트 도른

*관장

베르하르트 도른은 1987년부터 인쇄와 예술 분야에 몸담아 왔다. 현재

*Professor

Indra Kupferschmid is a writer, researcher, typographer and
professor at HBKsaar, University of Arts Saarbrücken, Germany and

타이포그래피, 석판인쇄, 활자주조, 인쇄 분야에서 유물관리와 기술적 부분을

heads the university’s printing collection. She is preoccupied with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출판사 운영 및 개미 보호가와 양봉가로도 활동한다.

type around the clock and in all its incarnations. A member of several
DIN committees related to typography and printing, she is also a coauthor of Helvetica Forever and other typographic reference books,

Gutenberg-Museum, Mainz
(Germany)

The Gutenberg-Museum is one of the oldest museums of letterpress

consults for the type and design industry and anyone who needs help

printing in the world. It was founded in 1900 and is dedicated to

choosing fonts.

Johannes Gutenberg, today's "Man of the Millenium", and his
inventions. Two original Gutenberg Bibles of the mid 15th century
are among the most valuable treasures. The museum owns one

Annette LUDWIG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Director

자르뤼켄 예술대학(HBKsaar)
(독일)

자르뤼켄 예술대학(HBKsaar)은 독일 남서부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자르브뤼켄 중심지에 위치한 캠퍼스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이며 체계적 연구를 진행

of the world's greatest collections of Incunabula. Significant

할 수 있는 워크숍, 도서관, 그래픽아트, 사진, 비디오, 오디오 작업실을 제공한다.

special exhibitions and special collections close the gap between

또한 HBKsaar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푈클링겐 제철소의 지역에 몇몇

Gutenberg's invention and modern times.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트릭 구센즈가 기증한 유럽 목활자를 대량으로

http://www.gutenberg-museum.de/

보유하고 있다.

Art Historian, PhD; Curator; Since 2010 Director of GutenbergMuseum. Established the new typography theme; design and

인드라 쿠퍼슈미트

*교수

저자, 연구자, 인쇄공이자 자르뤼켄 예술대학(HBKsaar) 소속 교수로 대학 내
인쇄 컬렉션을 총괄하고 있다. 활자에 늘 매료되어 있는 그녀는 현재 타이포그래피

curation of many award-winning special exhibitions, like "FUTURA.

및 인쇄 관련 몇몇 DIN 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elvetica Forever’를

THE TYPEFACE". Since 2008 Lecturer at the Karlsruhe Institute of

비롯한 다수의 책을 공동집필하였으며 활자와 디자인 산업, 일반인을 위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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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KIT). Travelled to Korea twice to continue the relations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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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Early Printing Museum. The Gutenberg-Museum's special
exhibition "Progression! Freshly Squeezed!" toured through Korea
for several months, being shown also in Cheongju.

Internationales
Zeitungsmuseum

구텐베르크 박물관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 박물관 중 한 곳이다.

(Germany)

The International Newspaper Museum in Aachen was founded in 1886
and moved in 1931 to it´s current location, a building dating back to the
year 1495. The foundation of the museum lies in the collection of more

1900년 설립된 이곳은 ‘밀레니엄 대표 인물’로 손꼽히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을

than 300,000 newspap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from all times.

기리고 있다.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구텐베르크 성서 원본 두 권은 박물관의 주요

http://izmarchiv.de/

소장품 중 하나이며, 세계의 주요 초기 간행본(인큐나불라)들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의 특별전 및 특별 소장품들을 통해 구텐베르크의 발명과 현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Andreas DÜSPOHL
*Director

Andreas Düspohl is a historian, who is responsible for the redesign
of the International Newspaper museum in the city of Aachen. He
has been working there since 2005 and in 2009 he was appointed as

아네트 루드비히

*관장

미술사학자, 미술사 박사이자 큐레이터인 아네트 루드비히는 2010년부터 구텐베르그

the director. He then developed a concept for the new permanent

박물관 관장을 역임해오고 있다. 여러 상을 받은 ‘FUTURA, THE TYPEFACE’처럼

exhibition, which was opened in 2011. From 2013 on he is also

새로운 타이포그라피 테마로 전시를 기획하고 디자인하였다. 2008년부터

responsible for the "Grashaus" in Aachen, a learning facility that

칼스루에공과대학(KIT) 강사직 역임하였으며 청주 고인쇄박물관과의 협업을 위해

focuses on Europe and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dimensions.

한국을 두 차례 방문한적이 있다. 구텐베르크박물관 특별전 ‘Progression! Freshly

Squeezed’은 청주를 포함, 한국에서 수개월에 걸쳐 순회전을 가진 바 있다.

아헨 국제신문박물관
(독일)

아헨 국제신문박물관은1886년 설립 이후 1935년에 현 위치(건축년도 1495)로
이전하였다. 전 세대와 지역에 걸쳐 발행된 30만부 이상의 신문을 소장하고 있다.

Museum of the
Printing Arts Leipzig
(Germany)

안드레아스 뒤스폴

*관장

The museum’s collection of around 100 working machines and
presses for historical casting, composing and printing techniques
really brings the history of printing alive. Combining a museum and

안드레아스 뒤스폴은 아헨 국제신문박물관에서 2005년부터 일하며 박물관

an active workshop, visitors still can experience printing processes

재설계를 총괄해 왔으며, 2009년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새로운 상설전을

at first hand. The Museum also houses a handcraft bookbindery, a

기획하여 선보였고 2013년부터는 유럽의 역사, 정치 교육을 목적으로 한 그라스

workshop of a wood engraver and a unique collection of typefaces

하우스를 책임지고 있다.

from European and oriental provenance. The Museum is part of the
“Saxon Route of Industrial Heritage”.

https://www.druckkunst-museum.de
Klingspor Museum,

The Klingspor Museum focuses on the unique work of the

Offenbach

typefoundery Gebrüder Klingspor starting with typefaces by Otto

(Germany)

Eckmann and Peter Behrens (Behrens Schrift). Rudolf Koch, since

Susanne RICHTER

Trained as an Art Historian I early started studies about graphic

*Director

arts and techniqu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After the Ph.D. I

1906, added up some 25 typefaces like Jessen-Type, Wilhelm-

was assistant curator at Staatliche Kunsthalle Karlsruhe. Then I

Klingspor-Type or Kabe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bes make a

worked as Communication Manager in a Printing House in Karlsruhe

pool of some hundreds of typefaces and prove the Klingspor Museum

and came in 2007 to Leipzig to the Museum of the Printing A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for the study of type of the 20th

as Director. In 2018 the Museum was rewarded by the German

century. The field of artist's books is covered also including a lot of

UNESCO Committee for its initiative to nominate the artistic printing

exhibitions and catalogues in that field. It also has a busy department

technique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educational services.
https://www.offenbach.de/microsite/klingspor_museum/index.php

라이프치히 인쇄 예술 박물관
(독일)

Stefan SOLTEK
*Director

100여개의 실사용 가능한 인쇄기계와 역사적 소장품을 보유하여 인쇄 역사를 다시
소생시키고 있으며 방문자들은 소장품과 활발한 워크숍을 통해 인쇄 과정을 직접

Dr. Stefan Soltek, born in Cologne, Germany, 1956, studied at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수공 제본소, 목판화 공방을 운영하며 유럽과 동양의 독특한

Bonn University mainly art history, passed PhD with a thesis on a

활자체를 수집하고 있다. 박물관은 ‘색슨족 산업유산’로 등록되어 있다.

Romanesque baptismal font. Curator at the Museum of Applied
Arts, Frankfurt/Main, dept. for books and graphic arts. Since 2002 in
charge of the Klingspor Museum Offenbach for international book

수잔 리히터

*관장

미술사학자로 경력을 쌓은 수잔 리히터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그래픽 아트와
기술 교육을 일찍이 수료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칼스루에 주립 미술관에서

art, typography and calligraphy. Publishes in field of contemporary

보조 큐레이터로, 프린팅하우스 홍보매니저로 경력을 쌓고 2007년 라이프치히

book art and poster art. Several times juror for the contest 50 books,

인쇄예술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했다. 2018년, 박물관은 예술 인쇄 기술자를

Stiftung Buchkunst Frankfurt am Main.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발의를 제안하여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로부터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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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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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클링스퍼 박물관은 오토 에크만과 페터 베렌스의 활자로부터 시작된 게브뤼더
클링스퍼의 활자주조소의 창의적인 작업물들에 특화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1906년부터 루돌프 코흐는 젠슨체, 빌헬름-클링스퍼체, 카벨체 등과 같은
25개종의 활자를 더 확보하였고 국내외 수백종의 활자 연구를 통해 20세기의 가장

Offizin Haag-Drugulin
Dresden (Germany)

Printing Office for composing (metal), type casting, letterpress
http://offizin-haag-drugulin.de

중요한 서체 연구기관이 되었다. 작가도록, 전시도록도 다루고 있으며 교육활동도
활발하다.

슈테판 졸텍

*관장

1956년 쾰른 출생, 본 대학에서 예술사를 공부하고 로마네스크 세례단 연구로

Eckehart SCHUMACHER GABLER
*Proprietor
드레스덴 오피진 하그-드루굴린 (독일)

Typographer, Type Historian

(금속)식자, 활자 주물, 활판 인쇄를 다루는 인쇄소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크푸르트 응용미술박물관에서 도서 및 그래픽아트
큐레이터로 재직한 후 2002년부터 클링스퍼 박물관을 책임지고 있다. 현대적

에크하르트 슈마허 가블러 *소유주

인쇄공, 활자 역사학자

북아트와 포스터 관련 책을 펴냈으며 Stiftung Buchkunst 심사직을 여러번
역임했다.

Schwarze Kunst

Susanne Zippel is a co-founder and board member of the German

e.V.-Letterpress Association

association for so-called »Schwarze Kunst«, which is dedicated to

(Germany)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letterpress, font casting and
paper making.
http://verein-fuer-die-schwarze-kunst.de

Susanne ZIPPEL

Susanne Zippel is German communication designer; before studying

Roja Muthiah

*Board Member

she was trained as a typesetter, bookbinder and type designer. She is

Research Library

the founder and CEO of the Berlin based design agency Mittelpunkt.

(India)

Roja Muthiah Research Library (RMRL) is a resource and research
hub for south Indian studies covering diverse fields from humanities,
social sciences to popular culture. The RMRL holds a unique

For more than two decades she has been researching and writing

collection and is widely recognized as a model library in India. With

about the history of writing and printing in Korea, Japan and China

beginnings as a small private collection by Roja Muthiah, the library

with a special focus on sociology & linguistics.

now holds an impressive 300,000 items and aims at continually
preserving and expanding the historic archive.

슈바르츠 쿤스트

수잔 지펠은 독일 슈바르츠 쿤스트 협회의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회 임원이다.

(독일)

슈바르츠 쿤스트는 활판 인쇄, 활자 주조, 제지의 관리와 보존에 힘쓰고 있다.

http://rmrl.in
Sundar GANESAN

수잔 지펠

*이사

수잔 지펠은 식자공, 제본가, 활자 디자이너를 거쳐 현재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

*Director

Post Graduate in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Madras and I also
have a degre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 have been with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에 기반을 둔 디자인 에이전시 미텔펑트를 설립하고 현재

the Roja Muthiah Research Library since 1994 since its inception.

대표를 맡고 있다. 20년 넘게 사회학과 언어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일본,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Roja Muthiah Research Library.

중국의 글쓰기와 인쇄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써오고 있다.
로자 무티아 연구 도서관
(인도)

Museum of Printing and

로자 무티아 연구 도서관(RMRL)은 남인도 지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부터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자원과 조사의 허브 기관이다.

The idea of the MPGAT belongs to the Professor of History Georgios

RMRL은 특색있는 수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내에서 그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

Graphic Arts Technology,

Ploumidis, who in the early 1990s saw the fast replacement of the

로자 무티아의 작은 개인 수집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30만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University of Ioannina

obsolete analog printing equipment by the new digital technology,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기록물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reece)

then he started to collect the old machines in an effort to save a
part of the Greek printing heritage. Over the years many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offered their old machines and

순다르 가네산

*관장

the collection has grown to include many important items from every

마드라스대학교에서 역사전공 석사 및 문헌정보학 학위 수료하였고, 1994년 로자
무티아 리서치 라이브러리 설립 이후 지금까지 근무중이다. 현재 무티아 리서치
라이브러리 디렉터이다.

section of printing technology: typewriters, copiers, type cases of
metal and wood type, early typecasters, Linotypes, Monotypes, phototypesetting computers, process cameras, printing presses of various
sizes, a large rotary flexographic press, lithographic presses and

Tokyo Printing Museum
(Japan)

The museum was established in 2000 in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Toppan Printing Company. Our activity is the

stones, binding, cutting, stitching and foiling machines, and other

contribution to social and culture. Our main purpose is to explain the

auxiliary equipment.

value and potential of printing as a communica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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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nting-museum.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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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lations
Representative

Georgios Matthiopoulos teaches Graphic Design and Typography at
West Attica University, Athens, Greece. His research work is in the
fields of type design, typography and graphic arts history. He is a

Yasuhito NAKANISHI
*Curator

founding member and type designer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

I am interested in the region of east and western printing culture,
especially in regard with the coming and going of prints and
typography between civilizations.

Greek Font Society.
Kazuhiko Yoshiie
이오니아대학 인쇄 및
그래픽아트 기술 박물관
(그리스)

MPGAT의 이념은 1990년대에 전통적인 인쇄술이 디지털 인쇄술로 바뀌는 시절
옛 인쇄기를 모으기 시작한 게르기오스 플루미디스 사학과 교수로부터 시작되었다.

*Letterpress Printing
Workshop Instructor

I'm interested in the history and technology of letterpress printing
as an industry. And I'd like to revive and inherit the technologies that
support letterpress printing such as matrix cutting and type casting.

인쇄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타자기, 복사기, 금속 및 목활자들과 활자 주조기 등
인쇄기기들과 출판에 관련된 도구들을 여러 기관들로 부터 기증받으면서 소장
규모가 더욱 커졌다.

도쿄인쇄박물관
(일본)

도쿄 인쇄박물관은 도판 인쇄소 창립 100년을 기념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다.
소통의 매개로써 출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사회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게르기오스 마티오풀루스

*International Relations
Representative

웨스트 아티카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
연구분야는 문자 디자인과 그래픽 아트 역사이다. 마티오풀로스 교수는 그리스 폰트

야스히토 나카니시 *학예사

동서양의 출판, 특히 각 문명의 출판물과 인쇄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협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가쓰히코 요시이

*활판인쇄소 강사

산업으로써의 활판인쇄술의 역사와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활자의 제작과 조판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계승하고 부활시키고자 한다.

University Center of Design
(Mexico)

The University Center of Design specializes in imparting careers
related to design. It has a collection specialized in books on different

레터프레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레터프레스 암스테르담은 단순히 장비를 보존하는것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
지식을 전파하며, 새로운 영역과 기술을 탐구하는데 힘쓰고 있다.

design aspects at present. Within the career of visual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learn old methods of printing, as well as
topics related to typography, illustration, and binding. We consider

토마스 그레이브메이커

*설립자

that the current design of a book covers everything.

영국과 프랑스에서 경력을 쌓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공방을 설립했다. 현재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지식과 열정을 나누며 전통에 새롭게 접근해 수준 높고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내에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해외 강연과
더불어 필요한 인쇄기와 활자를 찾는 일, 인쇄소 창업 등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Mireya BADILLO RODRIGUEZ
*Teacher of bookbinding

I am a bookbinder. I have 18 years of experience in binding and

아낌없는 조언을 하고 있다.

teaching different binding styles in different institutions in my
country, as well as private consultants. I have taken refresher
courses in different countries on the topics of binding and its
manufacture and also on its history. My main interest is to learn and

Museum Meermanno
(Netherlands)

disseminate everything related to the printed book arts.

Museum Meermanno (House of the Book) is devoted to the
manuscript and printed book of the past and present. It maintains
an extensive collection of books from all periods of Western book
history, including medieval manuscripts, early printed books, private

유니버시티 센터 오브 디자인
(멕시코)

미레야 바딜로 로드리게즈

*제본 강사

디자인과 관련된 커리어 양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대의 다양한 디자인

press books, artists' books and also archives from distinguished

관련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시각 커뮤니케이션 직종에서는 타이포그래피,

Dutch graphic and type designers. It also holds a collection of more

일러스트레이션, 제본을 포함해 전통 인쇄방식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than 300,000 exlibris.

이곳에서는 현대적 책 디자인이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고 여긴다.

https://www.meermanno.nl/

제본가로서 18년간 멕시코 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제본방식을 가르치고
자문활동을 해 왔다. 여러 나라에서 제본과 그 역사에 대한 단기 과정을 수료했다.

Rickey TAX
*Curator

Rickey Tax was born in Amsterdam in 1965 an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Amsterdam in 1991 as an art historian. He has been
working in Museum Meermanno, the Dutch Museum of the Book, since

북아트 인쇄에 대해 배우고, 또 이를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다.

2002, curating the so-called Modern Collection, i.e. printed material and
archives after 1848. He is part of the team making semi-permanent
Drukkerijmuseum Meppel
(Netherlands)

Walter HATTINK *Manager

Printing museum that shows all facets of the old printing process.

and temporary exhibitions on book historical subjects and lectures and

https://www.drukkerijmuseum-meppel.nl

writes frequently about the collections of the museum.

Driven manager

미르마노 박물관
(네덜란드)

201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Museums Conference

메펠 인쇄박물관 (네덜란드)

메펠 인쇄박물관은 전통 인쇄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전시하고 있다.

활자 디자이너 자료 등 서양 역사 속 광범위한 시대를 아우른다. 또한 장서표

30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168
169

미르마노 박물관은 시대를 불문하고 필사한 책과 인쇄된 책에 대해 다룬다.
중세시대 필사본, 초기 인쇄본, 개인 출판사, 아티스트북, 네덜란드 유명 그래픽

월터 하팅크 *매니저

메펠 인쇄박물관 매니저
리키 택스

1965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 1991년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큐레이터

졸업했다. 2002년부터 미르마노 박물관에서 ‘현대 소장품’이라 불리는 1848년

Letterpress Amsterdam

The goal of Letterpress Amsterdam is not only preserving equipment

이후 인쇄물과 기록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책 역사 관련 기획전, 상설전 담당 팀

(Netherlands)

but to print with it, to transmit knowledge and explore new territories

일원이며 종종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사설도 쓴다.

and techniques.
https://www.letterpressamsterdam.com/
Stichting Lettergieten 1983
Thomas GRAVEMAKER
*Founder

Thomas Gravemaker worked for many years in the UK and France

(Netherlands)

The Stichting Lettergieten 1983 is a foundation established in 1983.
In that year Monotype Nederland ended their activities. Volunteers

before setting up his own design studio. He returned to Amsterdam to

were able to gather the huge collection of matrices of the Monotype

set up a workshop in the centre of the city. He shares his knowledge

enterprise as well two composition casters and two super casters.

and passion and combines new methods with the old ones to create

Since then volunteers have maintained the necessary craftsmanship

inspiring products executed to a high standard. He runs workshops

and are able to provide bookbinders and letter pressers with fresh

in the Netherlands, but also teaches and lectures abroad, advises on

cast hot metal type. For the supporters of the foundation exclusive

all aspects of letterpress printing, including finding presses, type and

type specimens are printed.

setting up print shops.

http://www.lettergieten.nl/

Ronald STEUR
*Chairman of the Board

활자주조재단 1983
(네덜란드)

Ronald Steur (1942) grew up in the family enterprise of printing and
stayed closely connected to it, although his career was in Dutch

페리미드 인쇄협회
(뉴질랜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페리미드 역사공원에 위치한 페리미드 인쇄협회는

1973년 설립 이래 초기 인쇄기와 활자들을 다량 수집하고 있다. 박물관의 상설

government as an economist. After his retirement he got involved in

전시와 더불어 소장품 70% 이상이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협회는

the type foundry in Westzaan in the Netherland as a type caster and

인쇄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chairman of the foundation.

과정과 활발한 멤버십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모노타이프가 문을닫은 1983년, 활자주조재단 1983이 설립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노타이프가 사용하던 주형과 주물기들을 거둬들였고 유지보수와

스티브 존스톤

*회장

함께 제본기술자나 활자 인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활자들을 제작해오고

스티브 존스톤은 30년간 디자인과 인쇄 전 공정에 관련된 일을 해왔다.
현재 컴퓨터에서 떨어져 자유롭게 은퇴 이후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작은
활판인쇄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있다. 후원자들에게는 독점적 활자 견본을 제공한다.

로날드 스튜어

*이사장

인쇄 기업을 운영하는 가문에서 인쇄를 가까이 보며 성장한 로날드
스튜어(1942년생)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오랜기간 경제학자로 일해왔다. 은퇴 이후

The Printing Museum
(New Zealand)

The Printing Museum was created over thirty years ago, initially to
preserve some of the large amount of printing equipment that was in
danger of being scrapped. While endlessly searching for a permanent

웨스트잔에 위치한 활자 주조소에서 주조사 겸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home, capacity has been added in the form of a Monotype foundry,
presently the only working one in the Southern Hemisphere. Recent
John LANE
*Historian of Printing Types

John A. Lane is an historian of printing types (including types for

years have seen the introduction of classes, professionalisation of

non-Latin scripts), type specimens, typefounding and typefounders,

systems, expansion of newsletter and book projects resulting in a

also specializing in analytical bibliography, paper & watermarks.

large increase in membership.

He teaches at the Plantin Institute in Antwerp, occasionally at

http://www.theprintingmuseum.org.nz/index.html

Amsterdam University summer school, describes books, prints, etc.
for Asher Rare Books/Antiquariaat Forum and taught typography

Dan TAIT-JAMIESON

With a background in arts, languages and business, letterpress has

at the University of Reading. He has received a 2006 Guggenheim

*Secretary-Treasurer

been a late arrival in my life. Nevertheless, the sheer depth and

Fellowship and many other awards.

breadth of the craft and its associated activities has been a great
fascination and taken me around the world to new places and people.

존 레인

존 A. 레인은 인쇄 활자(비 라틴 활자 포함), 활자 표본, 활자 주조업, 활자 주조업자

Moana Road Press is my alter ego, a printery and platemaking

*인쇄활자 역사가

관련 전문 역사학자이며 서지학, 종이, 워터마크 전문 분석가이다. 앤트워프 플랑탱

service that hosts classes and facilitates letterpress work in

연구소, 암스테르 대학 하계대학에서 강의하며 아셀 희귀본 및 골동품 포럼에서

Australasia. My current project is the creation of a Book Arts Centre

책과 인쇄물 해석을 하고 레딩 대학에서는 타이포그라피를 가르쳤다. 2006년

in Wellington to open ear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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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Ferrymead Printing Society
(New Zealand)

30년 전 폐기 위험에 처해있던 다량의 인쇄장비 보존을 위해 설립된 이후 영구
소장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는동안 남반구 유일 모노타입 주조소를

The Ferrymead Printing Society operates within the Ferrymead

보유하는 등 그 규모가 확장되어왔다. 최근 클래스 진행, 시스템의 전문화,

Heritage Park in Christchurch, New Zealand. Established in 1973 we

뉴스레터와 출판 프로젝트의 확장 등을 통해 멤버십을 크게 늘렸다.

have a large collection of early printing presses and type. Along with a
static museum display, over 70% of our equipment is used regularly.
Our primary focus i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ose interested

*President

*비서-재무관

예술, 언어, 경영 분야에서 오랜기간 일한 후 활판인쇄를 접하며 이를 둘러싼
공예의 깊이와 넓은 활동에 매료되어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왔다. 분신과도

in printing. We provide regular courses for all ages and have a strong,

같은 모아나 로드 인쇄소에서 인쇄 및 제판 클래스를 운영한다. 2019년 웰링턴

active membership, keen to continue the tradition of print.

북아트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http://ferrymeadprint.org.nz
Steve Johnstone

댄 테이트-제이미슨

I have a design and pre-press background of thirty years. I am
developing a small letterpress studio to free me from computer
screens and to keep learning for my retirement.

Wai-te-ata Press
(New Zealand)

Wai-te-ata Press at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established
1962) is a living museum that offers hands-on, studio-based teaching

라왈핀디 국립예술대학
(파키스탄)

마요 미술학교(이후 국립예술대학으로 변경)는 펀자브 지방 공예품을 보존하고
후원하기 위해 1875년 라호르 박물관과 함께 설립되었다. 2006년 1월, 역사적인
리어쾃기념관 내에 라왈핀디 캠퍼스가 설립되었고 현재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고

of letterpress printing in the context of cultural history, is a research
centre focusing on digital humanities approaches to book history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캠퍼스 건축을 구상하고 있다.

and has a vibrant book arts programme. The acquisition in 2016 of a
unique heritage collection of classical Chinese types has catalysed
new thinking about the role of letterpr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아프린 시디퀴

극전문가, 시각디자이너, 교육자로서, 디자인 공간에서 디자이너의 가치와 경쟁력을

*부교수

높이는 전략과 계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립예술대학 라왈핀디

https://www.victoria.ac.nz/wtapress
Ya-Wen HO

Ms Ya-Wen Ho is a practising poet, typographer, letterpress printer, and

*Research Assistant

zine aficionado. She is currently Research Assistant at Wai-te-ata Press,
responsible for our Chinese Heritage Type Restoration Project.

캠퍼스에서 동남아시아 디자인 역사와 시각디자인,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고 있다.

Book Art Museum, Lodz
(Poland)

Book Art Museum is run by book artists and type lovers. It is active
in diverse fields of book arts. The museum preserves working
type-casting, printing, bookbinding and paper making equipment,

와이-테-아타 출판부
(뉴질랜드)

1962년 설립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와이-테-아타 출판부는 문화사 맥락 안에서

material, tools and practical guide of mode d’emploi. The Museum

실무적인 스튜디오 기반의 활자 인쇄 교육과 책의 역사를 다루는 디지털 인문학에

shares its knowledge with artists, students, typography researchers

초점을 맞춘 연구소로써 다양한 북아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6년 고전 중국

and amateurs. The museum was awarded many prizes, among

활자 유산을 취득해 21세기 활자 인쇄 역할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를

others with the Institutional Award of the American Printing History

가지게 되었다.

Association in 2015.
http://www.book.art.pl

야웬 호

*보조연구원

National College of Arts
(Pakistan)

야웬 호는 시인, 타이포그래퍼, 활자 인쇄자, 잡지 마니아이다. 현재 와이-테-아타
출판부 연구 조수로 일하며 중국 활자 유물 복원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다.

The Mayo School of Arts, later Known as National College of Arts,
was established along with Lahore Museum in 1875, with the

Martyn KRAMEK

Traditional typography practitioner, historian and researcher.

*Board Member

passionate about books.

우치 북아트 박물관

북아트 작가와 활자 애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곳은 북아트의 다양한 분야를

(폴란드)

섭렵하고 있다. 예술가, 학생, 타이포그래피 연구자, 아마추어들과 함께 활자 주조기,

intention to have a center that served the requirements of the

인쇄기, 제본기, 제지기, 소재, 도구,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고 공유하는데 필요한

museum by preserving and patronizing the craft of Punjab. The NCA,

실용적 지식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15년 미국인쇄역사협회 수상을 비롯,

Rawalpindi campus was set up in the historic, “Liaquat Memorial

다양한 상을 받았다.

Hall” in January 2006.The Rawalpindi Campus of NCA is envisag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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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ca.edu.pk

마틴 크라멕 *이사

TYPESETTINGSG
Afreen SIDDIQUI

Afreen Siddiqui is a theater practitioner, visual communication

*Senior Lecturer,
Researcher

designer and an educator, who is currently trying to establish and

(Singapore)

마틴 크래멕은 전통 타이포그래피 전문가, 역사학자, 연구원, 책 애호가이다.

A letterpress education setup in Singapore, specialised in movable
type printing
https://typesettingsg.com/

investigate ways to preserve some of the large amount of printing
equipment that is in danger of being scrapped after the introduction

Yao Yu SUN *Founder

Letterpress Educator

of the new technological systems and setups. She has been working
in the design space to oversee strategies and new initiatives to
enhance the value and competitive success of design. She is also
teaching History of South Asian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nd typography at National College of Arts, Rawalpindi Campus. She
has also recently initiated a platform for women empowerment and
positive community building in Pakistan.

타이프세팅SG (싱가폴)
야오위 슌 *설립자

싱가폴에 위치한 활판 인쇄 교육기관이다.

활판 인쇄 전문 교육자

imPRESSed Heritage Studio
(South Africa)

Martin CIOLKOSZ *Owner

With the local printing and bookbinding heritage quickly disappearing,
we undertook to preserve the skills and machinery of those ancient

Printing Historical Society
(United Kingdom)

(남아프리카공화국)

committed to fostering interest in the history of printing. The PHS

crafts. Our collection includes everything from bookbinding tools,

National Printing Heritage Committee has two main aims: to raise

through various iron presses, right to proof, platen and cylinder presses.

financi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Museum of

All our equipment is in fully functional condition. We offer bookbinding

Printing and to advise on, lobby for, and give financial assistance for

and letterpress printing classes to students, artists and individuals who

the preservation, documentation and display of objects, materials

would like to experience those crafts for themselves.

and archives relating to the history of printing.

http://www.impressed.co.za

http://printinghistoricalsociety.org.uk

Adventurer and entrepreneur

Holly TRANT
*Committee Member

임프레스드 헤리티지 스튜디오

Founded in London in 1964, the Printing Historical Society is

In addition to my duties with the PHS, I assist with the cataloguing
of the rare books collection at the Bath City Record Office and serve

빠르게 사라져가는 지역의 인쇄와 제본업 상황속에서 고대 공예품의 기술과 기계

on the committee of the Private Libraries Association. Previously, I

보존에 힘쓰고 있다. 금속 인쇄기, 증명기, 압반, 원압 인쇄기를 포함한 다양한 제본

worked for St Bride Printing Library in London, both as a conservator

도구가 있으며, 모두 실사용 가능하다. 학생과 작가, 관심있는 일반인을 위한 제본과

and librarian. Prior to retraining in conservation and librarianship, I

활자 인쇄 수업을 진행한다.

worked for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Greater Boston in the
USA. I live in Bath, Somerset, UK.

마틴 시올코즈 *소유주

스튜디어 오너, 모험가, 사업가이다.
인쇄역사협회
(영국)

Central Saint Martins-UAL
(United Kingdom)

1964년 런던에서 설립된 인쇄역사협회(PHS)는 인쇄 역사에 대한 흥미를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HS 국립인쇄유물위원회는 국립인쇄박물관

The Central Lettering Record (CLR) is part of the Museum & Study

설립에 필요한 재정 조달과 함께 인쇄 역사와 관련된 자료, 오브제, 재료등의 보존,

Collections at Central Saint Martins (UAL). The CLR is primarily

문서화, 전시에 필요한 조언과 로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a photographic collection, which was intended as a showcase for
the diversity of letterform across history. The collection was begun
in 1963 as a means of reinvigorating the study of letterforms and

홀리 트랜트

*위원

PHS에서의 직무 외 바스시립기록보관소에서 희귀 도서 수집 목록 제작 일을
돕고 있으며 사설도서관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과거 런던 세인트브라이드

typography within the context of graphic design education, and it

인쇄도서관에서 관리자 및 사서로, 미국 보스턴 국제연합 협회에서 또한 일했다.

continues to offer a rich resource enabling students to find new

현재 영국 서머셋 바스에 살고 있다.

approaches within historic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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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Bride Library, London

St Bride Library is a unique, world-famous resource which includes a

(United Kingdom)

library of some 60,000 titles relating to the history of printing, graphic

Catherine DIXON

Dr Catherine Dixon is a Senior Lecturer in Graphic Communication Design

*Senior Lecturer

at Central Saint Martins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She completed

design, ink and paper technology. There are also some 3,600 periodicals,

her PhD exploring issues of typeface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in 2001

a substantial collection of type specimens, punches, matrices and

175

since then she has continued to pursue typographic research, in addition to

machines used in the production of metal types, and many unique

curating with Professor Phil Baines a college archival collection focusing

manuscripts, drawings and designs by designers such as Eric Gill.

on letterforms, The Central Lettering Record. In 2011 she was a Visiting

http://www.sbf.org.uk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in Brazil.
Robert RICHARDSON
센트럴 세인트 마틴 UAL
(영국)

센트럴 레터링 리코드(CLR)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UAL) 내 박물관 & 연구물

*Library Manager

Custodian of the printing library and collections at St Bride
Foundation, London.

소장품 관리 사업의 일부다. CLR은 역사 속 다양한 활자 디자인 이미지를 보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3년 그래픽디자인 교육에서의 활자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

런던 세인트 브라이드 도서관
(영국)

안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세인트 브라이드 도서관은 인쇄, 동시대 그래픽디자인, 잉크와 종이 기술 역사와 관련된
도서 60,000권 이상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창적인 도서관이다. 3,600권
가량의 정기 간행물과 금속 활자 생산에 사용되는 활자표본, 펀치, 주형, 기계, 희귀
필사본, 드로잉, 에릭 길과 같은 디자이너의 고유한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다.

캐서린 딕슨

*조교수

캐서린 딕슨 박사는 센트럴세인트마틴(UAL)대학 그래픽 커뮤니케이션과
조교수이다. 그녀는 2001년 서체 기술과 분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도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필 베인스 교수와
함께 대학의 센트럴 레터링 리코드에서 활자 디자인 관련 기록물 소장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재직하였다.

로버트 리처드슨

*도서관 관리자

로버트 리처드슨은 런던 세인트 브라이드 재단 인쇄 박물관 소장품 관리인이다.

The Glasgow School of Art
(United Kingdom)

The GSA is internationally recognised as one of Europe's leading
university-level institutions for the visual creative disciplines. Our

국제인쇄박물관

국제인쇄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한

(미국)

곳으로, 400년 이상의 인쇄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활자

studio-based approach to research and teaching, brings disciplines

주조기에서부터 동력 신문 인쇄기와 라이노타이프로 이어지며 옵셋평판, 사진식자,

together to explore problems in new ways to find new innovative

디지털기술 등이 도입된 20세기 인쇄법까지 아우르고 있다. 박물관 소장품은 모든

solutions. The studio creates the environment for interdisciplinarity,

연령층에 열려있는 살아있는 컬렉션이다.

peer learning, critical enquiry, experimentation and prototyping,
helping to address many of the grand challenges confronting society

마크 바버

마크 바버는 1988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카슨에 설립된 국제인쇄박물관의 상임

and contemporary business.

*상임이사

이사이자 창립 큐레이터이다. 34년 이상 인쇄 역사 관련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http://www.gsa.ac.uk/

전문가이며, 박물관의 소장품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관객과
상호작용하여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Edwin PICKSTONE
*Lecturer

Focusing on the material nature of print Edwin Pickstone uses
letterpress technology, collaborating with artists and designers on a
wide range of projects. His work spans academic, artistic and design

National Museum of

The graphic arts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American

worlds, with particular interest in the history of typography, graphic

American History /

History, the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has been a

design, print and the book. He is currently lecturer, typography

Graphic Arts

technician and designer in residence at The Glasgow School of

(United States)

presence for well over 100 years and is divided between methods
used to produce printed images and techniques for printing the

Art, where since 2005 he has cared for the school's collection of

written word. The collection covers a broad range of subjects and

letterpress printing equipment.

contains many thousands of objects ranging from rare printing
blocks and plates to printing presses and an extensive range of

글래스고 미술대학
(영국)

글래스고 미술대학은 시각 예술 분야의 유럽 최고 대학 중 하나로 국제적인

matrices for casting printing types.

명성을 얻고 있다. 스튜디오 기반의 연구 및 교육 접근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http://americanhistory.si.edu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스튜디오는 학제간연구,
공동학습, 비판적 연구, 실험, 프로토타입 제작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와
현대 비즈니스가 직면한 여러가지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aymond NELSON
*Museum Specialist
Emeritus

Printing technology in all of its forms continues to fascinate me, and I
continue to study the history and practice of both letterpress printing and
the manufacture of printing types. Over the years I have specialized in the

에드윈 픽스톤

인쇄의 재료적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활판 인쇄 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early methods of type casting, including the making of moulds, the cutting

*강사

작가, 디자이너와 협력한다.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 인쇄, 책의 역사에 중점을

of steel punches, and the production of matrices from those punches.

두고 학술, 예술, 디자인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2005년부터 글래스고 미술대학에서
활판 인쇄 장비를 관리하며 강사, 타이포그래피 기술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국립 미국사/그래픽예술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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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국립 미국사 박물관 그래픽아트 컬렉션은 지난

100여년간 이미지 인쇄 방법과 문자 언어 인쇄 기술의 흐름을 잘 보존해오고 있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소장품은 희귀 인쇄 블록과 판, 인쇄기, 다양한 종류의 주형

International
Printing Museum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Printing Museum is recognized as one of the

등 수천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largest collections of printing equipment in the world, covering
more than 400 years of printing history. The collections range from
Gutenberg's printing press and casting of type, to the advances

레이몬드 넬슨

*명예 전문가

모든 종류의 인쇄 기술에 지속적으로 매료되어 활판인쇄와 활자제작과 관련된
역사를 꾸준히 공부해 오고 있다. 계속해 관련 역사 공부를 하고 있으며 활판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ith powered newspaper presses

인쇄와 활자 인쇄 제조 역시 참여해왔다. 수년간 금형제조, 금속펀칭, 펀치를 활용한

and the Linotype, up to the 20th century with offset lithography,

주형제작 등을 포함한 활자주조의 초기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phototypesetting and digital technologies. The museum is a working
collection that engages the public of all ages.
http://www.printmuseum.org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Mark BARBOUR
*Executive Direct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http://www.andong.ac.kr/

Mark Barbour is the Executive Director and Founding Curator of the
International Printing Museum in Carson (Los Angeles), California
USA, established in 1988. He is a recognized specialist in printing

Minjin JEONG
*Manager

Academic Information Department Manager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history for the past 34 years, constantly exploring avenues to interpret
the museum's expansive collection on printing to create interactive,

안동대학교 (한국)

안동대학교

educational experiences for audiences of all backgrounds and interests.
정민진 *학술정보과장

안동대학교 학술정보과장

Cheongju Early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was founded in 1992. It was the

Esan Woodblock Museum

Printing Museum

first printing museum in Korea and was constructed at the site of

(Korea)

(Korea)

Esan Woodblock Museum is the only museum in South Korea which
researches and preserves printing woodblock and its manufacturing.

Heungdeoksa Temple where the Jikji was published in 1377. The

The museum was founded in October 2014. Printing woodblocks are

museum introduces the Jikji and Korea’s traditional printing culture

specifically produced in order to mass produce books. This museum

covering Goryeo, Joseon and modern era.

contains The Great Dharani Sutra and the Korea Buddhist Canon and

http://jikjiworld.cheongju.go.kr/

other Korean documentary heritages restored by Junyoung Ahn. In
addition, there are approximately 1,000 pieces woodblocks as well

Youngtack OH

Director-General

as floral pattern plates for traditional book covers. The museum
also possesses traditional woodcut prints, books, folk paintings,

Seungcheol LEE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

Manager
1992년 국내 유일의 고인쇄 전시 전문 박물관으로 금속활자 직지가 간행된

Seungbin JO

Head of Research Department

Eunju AHN

Head of Exhibition Department

흥덕사 터에 건립되었다. 직지에 대한 전문적 상설 전시와 함께 고려, 조선, 근현대,
동서양의 인쇄문화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오영택

ornamented letter papers, and other binding instruments.

관장
이산책판박물관

이승철

팀장

(한국)

이산책판박물관은 책판 제작 과정의 연구, 복원, 전시, 교육을 위해 2014년 10월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책판 전문 사립박물관입니다. '책판'은 책을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에 새긴 목판을 지칭하며 기록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전달
매체입니다. 본 박물관은 이산 안준영 선생이 직접 복원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Cheongju University
Central Library
(Korea)

Cheongju University Central Library was opened in 1947 and it contains

고려대장경, 한글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문화재급 책판 약 1,000여점과 함께 고서의

1.2 million books as well as infrastructure for library in a digital age.

표지를 장식하는 능화판, 고판화, 고서, 민화, 시전지, 제작 도구 등을 소장하고

The library is not only for reading but also for cultural interaction and it

있습니다.

promotes the importance of documentary heritage. In this context, the
library has signed an agreement with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조승빈

연구실장

안은주

학예실장

and has put enormous effort to create a model within which a local
community can cooperate intellectually with local institutions.
http://jikjiworld.che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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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ae Rhee is Professor of Economics in Cheongju University.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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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ae RHEE

obtain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and was a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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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professor in University of Cambridge. He is now the director of the
Cheongju Central Library. Previously he worked with the Bank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Korea)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ttps://lib.gnu.ac.kr/

Yunhae K *Librarian

Librarian in ancient documents collection

경상대학교 도서관 (한국)

경상대학교 도서관

Korea, UNDP, Chungbuk Development Corporation and many more.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

1947년에 개관한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2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반의 인프라 환경을 구축한 신개념의 대학도서관이다. 이용자 중심의 첨단

기윤혜 *사서

고문헌도서관 장서관리 담당자

스마트 도서관 시설은 학습뿐만 아니라 개방과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지역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지역의 핵심 가치인
기록문화유산을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Korea)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is under the management
of Ministry of Culture. It promotes information and culture in public
institutions, and launches projects in order to create intellectu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이현재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부터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관장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상대학장을 거쳐 현재는 중앙도서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교수로 유럽화폐에 관해 연구하기도 했다. 교외
활동으로는 통계청 자문위원,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유엔개발계획(UNDP)
통계자문, 한중경상학회 부회장 및 충북개발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https://www.kcisa.kr/
Hyunwoong LEE
*President

He graduate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gained a PhD
in University of Seoul. He is the now a president of KCISA and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한국문화정보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The Museum of Ancient

The museum was opened in 2003 becoming the first woodblock

문화정보화를 촉진하고 창의적인 지식정보사회의기반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를

Asian Woodblock Prints

printing museum in Korea. It holds 6,000 woodcut prints from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orea)

Korea, China, Japan, Tibet, Mongolia, and Vietnam. Since 2010 Wonju
World Ancient Woodblock Printing Festival (including international

이현웅

*원장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하였다.

conference, woodblock printing demonstration, exhibition) has

현재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직을 맡고있으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정보위원회

been held every year. Moreover, the Traditional Woodblock Printing

이사를 맡고 있다.

Competition has been held since 2013.
http://www.gopanhwa.com/museum/

National Hangeul Museum

National Hangeul Museum was established in 2014 in order to

Seonhak HAN

(Korea)

reflect and promote the history of 'Hangeul'. It also researches

*Director

Seonhak Han is the director of Museum of Ancient Asian Woodblock
Prints. He studied the Buddhist Art at Dongguk University and is

the possible future of Hangeul as a writing system among many

the first person to have received a PhD in Museum Education from

written languages throughout the world. Currently, the Museum has

Hanyang University. Currently, he is the Chairman of the Ancient

establish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 including ICOM, and

Woodblock Printing Association of Korea and World Woodblock

it also aims to cooperate in various projects on written languages.

Printing Preservation Association.

https://www.hangeul.go.kr/
Jintaik JUNG
Younggoog PARK

Director General
Chanmin JEONG,

Junho PARK

Curator

국립한글박물관

2014 년 한글날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국)

Curator

공간이며 동시에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글문화의 다양성과 세계 속

Researcher

Hyuksong KWON,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한국)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2003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고판화 박물관으로,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고판화 6천여점을 소장하고있다. 2010년 이후

문자로서의 한글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곳입니다. 현재 ICOM 을

매년 원주 세계고판화 문화제를 (국제학술대회, 국제 전통판화시연회, 특별전) 개최

비롯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문자관련

하였고, 2013년 이후 매년 국내 유일의 전통판화공모전을 실시하고있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학
박영국

관장

*관장

한선학 관장은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의 관장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물관교육학 1호 박사이다.
현재 한국 고판화학회회장과 세계고판화연구보존협의회 의장직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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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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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

학예사

정찬민, 권혁송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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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cience Museum
(Korea)

National Science Museum provides exhibition and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It also contains various document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on which it carries out research.
Through its research and preservation activities, the museum
promotes science and its cultural significance.
https://www.science.go.kr/

Yonghyun YOON

국립중앙과학관
(한국)

Chief Curator

과학 원리와 기술을 전시 교육하며 과학기술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하는 과학
문화 공간이다. 소장한 과학기술자료를 활용한 연구와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용현

전시운영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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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사)청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사)한국주유소협회 충청북도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 에듀피아,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주시학원연합회, 청주시의사협회,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법주사, 경수고속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