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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일245빌딩 9층에서 1931년 나주봉황

낙동마을 태생, 이명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97

3년 광주에서 ‘소설문학’ 첫 발표이후 반세기간

작품이 중단편전집 5권(효나무·진혼제·겨울나기

·은혜로운 유산·기다리는 사람들)으로 출간돼 참

석자께 무료로 증정됐다.

지난해 10월 불로동 131-1번지에 시청관할 광

주인쇄비즈니스센터가 개설된다. 1940년대부터

인쇄소공인들이 전남도청 근처에 모인다. 업체수

가 310여개에 달해 호남권 최대 인쇄 집적지로서

80여년간 명성을 이어온 스토리는 ‘활자활짝’책

에 담긴다.

총 35억원을 들여 부지 확보와 리모델링 공사

를 진행해 올 6월 인쇄공용장비·기자재와 공동기

반시설을 갖춘다. 공용장비실·비즈니스라운지(1

층), 사무공간·자료실(2층), 전시홍보관(3층),

교육장·회의실(4층), 인쇄상품홍보 사진촬영스

튜디오(지하1층)는 관련 소공인들 뿐 아니라 시

민들도 공유할 수 있다.

올 10월 남동 45-1번지 명인인쇄광고(이대만)

는 ‘서남동 인쇄컬렉션’을 선보인다. 백년소공인

은 10년간 인쇄기재를 수집, 아담 전시장을 꾸린

다. 과거 인쇄골목 추억이 깃든 활판인쇄기와 등

사·타자·청타·명함기 등 약 200종을 구경할 수 있

다.

현재 광주에는 인쇄소 800개소와 출판사 1천36

7개소가 등록돼 영업 중이다. 동구가 가장 많은

인쇄소(494)·출판사(581)개, 북구 인쇄소(98)·

출판사(242)개, 남구 인쇄소(72)·출판사(222)개,

서구 인쇄소(66)·출판사(184)개, 광산구 인쇄소

(70)·출판사(138개) 순이다.

1411년 최초 향약시행 기록(부용정)이 정조 때

발행한 광주목지에 전한다. 동경대 소장문고에는

1575년 광주에서 간행한 ‘광주천자문’이 소장돼

있다. 1599년 정유재란기 노인(魯認) 금계일기는

보물로 지정돼 계림동에 있다.

전남대 도서관에 보관된 도은선생집은 2020년

광주유형문화재가 된다. 1406년 왕명으로 만든

이숭인 문집, 목판초간본이다. 마륵동 152-6번지,

향림사에는 국내 최초로 1595년 담양 용천사에서

판각돼 인쇄된 조상경(造像經) 초간본이 있다. 1

617·1629년 고봉·제봉문집, 1799년 회재유집, 17

83년 해광집, 소촌눌재·사암집도 목판과 함께 있

다.

근대 인쇄·출판에 관한 기록은 2015년 안현주

글에서 뽑는다. 광주출판인쇄업계는 1919년 이종

대·조선만·김득선·김성옥의 발기로 조합원 60여

명이 위원제 조합을 만든다. 부서는 서무·교양·조

사·구호를 설치한다. 박선홍 책에 광주인쇄공청

년회도 있다고 한다.

1921년 누문동 목산인쇄소(濱村) 직공 6명이

야근철폐 파업을 한다고 지상에 보도된다. 1934

년 금남로2가 8번지에서 광주군교육회가 편찬한

‘광주군사’와 1937년 광주부청 ‘부세일반’을 박아

낸다. 1936년 남선철도개통기념 각종품평·전람

협찬회는 ‘광주요람’ 발행에 광주일보사인쇄소를

통한다.

1930년대 한국인 출판사를 현존본 기준으로 보

니 광명·삼기·숭문·영림·일신·영문·광일당과 남

진(南振)·전남·우산(愚山)인쇄소다. 대인동 10

번지 남진인쇄소(이동식)는 1930년 오치리 정대

현이 지은 초은유고를 찍고, 다음해 궁동 6번지

(정재술)로 이전한다.

삼기당(정일섭)은 1933년 금남로4가 60번지

삼의당고, 1942년 대의동 41번지에서 서석유람

(정인찬)을 낸다. 영문당(최윤형)은 금남로5가 9

번지에서 1934년 무양서원지, 영림당(윤방림·영

룡)은 209번지에서 1934·1935년 태종조삼훈신록

(김호영)과 칠석 무송사고(서태환)를 인쇄한다.

금동 157번지에 위치한 숭문당(한은주)은 1935

년 호남역대인물도(윤영선), 1937년 호남효열도

는 남진인쇄소를 통해 발간한다. 이조진신보·호

남충의도·인동장씨세보도 낸다. 광명당(강대종)

은 누문동 232번지에서 1935년 의식도설(김남곤)

과 1942년 삼산가장(지영규)을 프린트한다.

1953년 자료에는 충장로3가 26번지 동양지업

주식회사(최근익), 대의동 82번지 대성인쇄소

(임형순), 장동 102번지 동명인쇄소(김동추), 황

금동 동아사(안경학), 충장로3가 9번지 무미프린

트사(최기재)가 보인다.

1966년 전화번호부 직업별찾기 광고에 충장로

1가 8번지 전라남도인쇄공업협동조합 23개 업체

중 지번상호를 나열한다. 불로동109 광주·동방,

광산동79 동양·80 흥룡출판사, 황금2-1 문화당·8

8 보광, 서석54 문화, 호남동30 성문당, 충장로1가

8 조광·3가5 전남상사, 금남로4가33 대중상사·5

가83 호남인쇄공업·99 전남, 금동27 호남이다.

1977년 상공명감을 따른다. 1947년 4월 종사자

14명인 황금동 76-2번지 무등상행인쇄부(김태

준)가 설립 연대 순 처음이다. 같은해 8월 금남로

1가 19번지 무등교육출판사(윤형재), 9월 황금동

57번지 남선인쇄사(박남종)가 개업한다. 1956년

‘전라남도사’를 찍은 곳이다.

1950년대는 1950년 10월 궁동 62-7번지 광명인

쇄공업사(김기영), 1952년 계림동 270번지 성문

당인쇄소(김공환), 1954년 불로동 2번지 숭덕상

사인쇄부(이승만), 1958년 금동 8-12 광일인쇄사

(유중연), 남동UN공보원앞 삼화인쇄소가 있다.

1960년대는 1960년 초 금동 31-5번지 동양인쇄

소(박철남), 3월 장동 78-3번지 현대사(유동균),

5월 충장로1가 31-1번지 성문당(이수만), 1961년

광산동 71-5번지 문화당(황호성), 1962년 7월 광

산동 100-21번지 한글사(정만오), 11월 궁동 58

-1번지 현대문화(최성식), 1968년 금동 147번지

일문당(김상전), 1969년 충장로1가 26-3번지 전

남상사(김복현)이다.

1964년 광산동 88번지 호남약도사(박송기)가

정기간행물등록(바87)을 얻는다. 다음해 임동 87

번지 국제문화인쇄부(심정구)에 의뢰 ‘호남약도’

를 묶어낸다. 광주시가지를 포함 전라 각처와 제

주도까지 공간정보를 소상하게 그려냈다. 필경지

도는 당시 호남지리학 연구의 밑바탕이다.

동구청 자료는 현업체로 가장 오래된 인쇄소가

1966년생 남동 33-1번지 광일인쇄사고, 출판사는

1963년 불로동 111번지에 개업한 호남문화사란

다. 1961년판 ‘호남명감’ 발행소와 주소는 호남명

감사와 광산동 92번지 봑합동인쇄다. 편집·인쇄

겸 발행인 오두삼은 1960년 8월 정기간행물등록

(제E119호)을 한다. 1964년판은 대의동 42번지

국제출판사 인쇄부에서 찍었다.

2대 오봉영(66) 대표를 만나 1967년 광주세무

서장이 발행한 영업감찰서를 열람했다. 부친은 1

930년생으로 주소는 학동 647번지다. 서석로 건

너 122-3번지 자료실에 1981년판 명감이 없다. 당

시 전두환 정권이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동 54-1번지 덕인빌딩 2층 광주전남인쇄정

보산업협동조합(최경채)은 1962년 창립, 이듬해

황금동 88번지에 든다. 현재 광주소속은 순창지

업사를 포함 94개소다. 대인동 121번지에는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광주·전남인쇄소가 있다.

동구청은 국립아시아전당주변 ‘인쇄거리’를 중

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2019년 세운다. 2

024년까지 금동 102-6번지 일원 19만3천㎡를 대

상으로 사업비 1천713억원 투입, 서남동 인쇄문

화촌을 조성한단다. 문화전당로 전대의대 교차로

까지 4차선 확장공사 중이다. 광주인쇄메카에서

대한과 아시아를 넘는 북(book)촌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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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부터 인쇄소공인 몰려 전성기 업체수 310여개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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