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을

DECORATIVE ART 
IN DAILY LIVES

의 손길,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2018년 상반기 특별전으로 ‘장인의 손길, 일상을 꾸미다’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만든 공예품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술을 그대로 

살려 만든 것들입니다. 여느 공예품들이 그렇듯 이것들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된 물건들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담겨 있어 예술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착용한 의상 하나하나, 장신구 하나하나에는 여러 장인의 손길이 

묻어있습니다. 갓일장과 망건장, 탕건장, 옥장, 자수장, 염색장, 침선장, 금박장, 화혜장, 화각장, 장도장, 

매듭장 등의 장인에 의해 평범한 의복과 장신구가 더욱 곱고 멋지게 빛나고, 아름답게 수놓아지며 

은은한 멋이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세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궁궐이나 

사찰은 제와장이 만든 기와와 단청장이 채색한 단청으로 그 품격과 격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세간들도 염장과 채상장, 완초장, 칠장, 소반장, 소목장, 유기장, 선자장, 백동

연죽장, 윤도장, 두석장 등에 의해 생활용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장인들이 공예품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공예품에 

상징적 의미를 담은 문양을 새겨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기원의 마음 등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작품을 통해 장인들의 손길에서 비롯된 장식 기술의 

정수를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통 장식의 의미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국립무형유산원장

‘장인의 손길, 일상을 꾸미다’ 특별전을 열며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f Korea is pleased to present a special exhibition titled Decorative Art 

in Daily Lives in the first half of 2018. 

The craftworks are produced by the inheritors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been re-created 

faithful to the traditional techniques that have been handed down through generations. They are items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but the various decorative elements found in them are imbued with artistry and beauty. 

Each and every piece of garment and jewelry worn from head to toe represents the expertise of artisans of 

different crafts. Ordinary clothes and accessories are made extraordinarily beautiful and elegant by the artisans of 

gatiljang (horsehair hat making), manggeonjang (horsehair headband making), tanggeonjang (horsehair inner cap 

making), okjang (jade craft), jasujang (embroidery), yeomsaekjang (natural dyeing), chimseonjang (needlework), 

geumbakjang (gold leaf imprinting), hwahyejang (shoe making), hwagakjang (ox horn inlaying), jangdojang 

(ornamental knife making), and maedeupjang (decorative knotting).  

The beauty and style were also added to household effects used in living quarters. Old temples and palaces were 

refined by the roof tiles and ornamental colorings (dancheong) to the structures created by special artisans. Household 

items used in everyday life came to take great significance as decorative arts by the hands of artisans of yeomjang 

(bamboo blind making), chaesangjang (bamboo case weaving), wanchojang (sedge weaving), chiljang (lacquerware 

making), sobanjang (tray-table making), somokjang (wood-furniture making), yugijang (brassware making), 

seonjajang (fan making), baekdongyeonjukjang (nickel-copper pipe making), yundojang (geomantic compass 

making), and duseokjang (metal craft).  

All these items have resulted from the artisans’ intention to beautifully decorate their craftworks. Moreover, artisans 

incorporated symbolic designs into their works as a means to express their hope and wish for a happy life.

This special exhibition endeavors to provide the general public with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quintessence 

of Korean master artisans' decoration techniques as revealed in the works crafted by the inheritor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We also hope this exhibition raises the awareness of the meaningful traditional decorations and the 

valuab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reated by these talented inheritors. 

June 2018

Cho Hyun Jung
Director-General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f Korea

For the Holding of the Special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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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Decorative Art Embodying Heartfelt Craft 

전통 장식에 
담긴 마음



Crafts created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are objects used for everyday life. Yet, they also have 

aesthetic features giving visual pleasure to a greater extent than what mere 

household items can provide, due to the variety of techniques applied 

in decorating them. Every single corner of our living quarters, from a 

saranbang (reception room) to the anbang (boudoir), as well as all types of 

clothing to be worn, from head to toe, were delicately created by artisans.

Artisans have tried to make ordinary objects more beautiful using diverse 

techniques. Often they engraved their wishes for a happy life onto the 

objects they created applying symbolic designs. Like a magician, artisans 

transformed ordinary objects into extraordinary works of art.

This special exhibition presents works by the inheritors recogniz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ill thus offe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visit the essence of craftsmanship through which ordinary days become 

more splendid and beautiful. It is also hoped that the significance of 

traditional decorations and the value of the inherito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newly appreciated in this exhibition.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공예품들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된 

물건들이지만,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장식적 요소가 곁들여 있어 생활용품 

이상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랑방과 안방 등 일상의 공간 곳곳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착용한 의복 하나하나에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장인들은 다양한 기법으로 좀 더 아름답게 일상 속 사물들을 꾸며내고자 했다. 

또한 장인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문양들을 사용해 행복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원의 마음을 공예품에 새겨 넣기도 했다. 그리하여 장인은 마치 

마술사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공예품들을 훌륭한 예술품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번 특별전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작품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멋스럽고 

아름답게 꾸민 장인들의 기술의 정수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통 장식의 의미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복을 짓고 꾸미다
Making and Adorning Clothes 



Since ancient times, Korean people have believed that a decent appearance develops 

one’s proper image and mindset, which is what dignifies the attire. 

Clothes have originally been used to protect oneself from the cold or the heat, but 

they have now also come to represent one’s social status or rank, as well as one’s 

aesthetic sense and personality.

Korean artisans applied various decorative techniques to clothing items, from the 

gat (man’s horsehair hat) to the shoes. Gat-making artisans adhered ornamental 

flowers to the gat or attached fancy straps. Artisans making manggeon, a horsehair 

headband that is worn under a gat, decorated the manggeon with jade or mother-

of-pearl ornaments. In the case of garment making, dyeing artisans created beautiful 

colors on clothes, gold-leaf artisans printed glittering patterns on textiles, while 

embroidery artisans created elaborate embroidered designs using multicolored 

threads, in order to make the clothing items appear more graceful and beautiful.

These ornamental elements enhanced the dignity and elegance of the wearers, 

providing grace and stimulating people's ordinary lives, and were the result of 

artisans’ caring and sophisticated touches.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의관정제衣冠整齊’하는 것을 몸가짐의 기본으로 여겼다. ‘의관정제’란 

옷을 바르게 입고 모자를 바르게 쓰는 것을 말한다. 옷을 바르게 입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것이 곧 품격을 더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의복은 본래 추위나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것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고, 감각과 개성을 드러내는 표상이기도 했다.

우리 장인들은 머리에 쓰는 갓에서부터 발끝에 신는 신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다양한 

장식의 기법을 담았다. 갓을 만드는 장인들은 갓 위에 정꽃을 오려 붙이고 화려한 갓끈을 

달기도 했다. 망건장은 머리에 두르는 망건에 옥장식이나 자개장식을 곁들이기도 했다. 

또 몸에 걸치는 옷의 경우 염색장은 옷감에 곱게 물을 들이고, 금박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박으로, 자수장은 오색실로 문양을 놓아 품격과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러한 장식들은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품위와 격조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평범한 

일상에 멋을 더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모든 일이 장인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이다. 



흑칠을 한 갓으로 모자의 윗면과 옆면에 종이를 오려 만든 꽃을 붙여 장식

하였다. 모자 부분은 좁게, 양태는 넓게 제작되었다. 정수리 중앙의 화려한 

정꽃과 네 방향으로 펼쳐진 꽃잎들이 남성적인 갓과 어우러지며 선비의 

은근한 멋을 드러내 준다. 

01

흑대립
黑笠
Heukdaerip 
(Man's Large Horsehair Hat)

밑지름 72cm, 윗지름 13cm, 높이 20cm
말총, 대나무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박창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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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와 죽사竹絲로 엮은 양태로 구성된 갓으로 양태 위에 

명주를 덧씌워 만든 포립布笠이다.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통영까지 사람을 

보내 갓을 맞추어 쓴 것으로 전해질 만큼 통영갓은 갓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통영에서 전수되던 전통기법으로 제작된 통영갓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02

통영포립
統營布笠
Cloth-Covered Man's Hat 
Produced in Tongyeong  

밑지름 45cm, 윗지름 11.5cm, 끈길이 62cm
말총, 대나무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정춘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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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갓일 재료
Materials for Making Gat
(Man's Horsehair Hat)

대나무

먹

아교 사紗

명주실

말총

14



04

갓일 도구
Tools for Making Gat
(Man's Horsehair Hat)

인두1 : 길이 30cm, 폭 3.5cm
인두2 : 길이 35cm, 폭 4cm
인두3 : 길이 31cm, 폭 4cm
칼 : 길이 20cm, 폭 2cm

15



③ 정테 만들기
총모자 위의 안쪽을 둥글게 마감하기 위해 대나무로 정테를 만들어 총모자 
위쪽 둘레에 맞게 둥글게 말아준다.

① 총모자
총모자의 형태를 만드는 기본 틀인 총모자골 위에서 말총으로 모자 부분을 
엮어준다.

④ 총모자의 천개짓기
총모자 위를 평평하게 마감하기 위해 죽사竹絲로 만든 천개를 정테의 크기에 
맞게 둥글게 잘라 먹칠한 후 총모자 위에 붙인다. 

② 먹칠한 총모자
총모자를 물에 삶아 말린 뒤 먹칠을 한다.

갓 제작 과정
Process of Making Gat (Man's Horsehair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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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모자 수장하기 1
두 줄씩 붙어있던 줄을 한 줄씩 떼어주어 줄 간격을 일정하게 골라준다.

⑦ 총모자 수장하기 2
양풀을 칠한 총모자에 ‘사紗’ 직물을 씌워준다.

⑤ 총모자에 정꽃 붙이기
한지를 네 번 접어 정꽃을 오려낸 다음 모자의 안쪽에 아교칠을 하여 붙인 후 
먹칠을 한다. 

⑧ 죽모자
일반적으로 갓은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와 죽사로 엮은 양태를 조합해 만들지만 
말총이 아닌 죽사를 덧씌워 모자를 만들기도 한다.

17



철대

지밑대

⑫ 트집잡기한 양태
양태의 바깥쪽과 안쪽 가장자리에 대나무로 둥글게 만든 철대와 지밑대를 
크기에 맞게 각각 부착하여 양태를 빳빳하게 해준다.

⑩ 양태
양태판 위에서 죽사로 씨줄과 날줄을 교차시키며 촘촘하게 엮어준다.

⑪ 철대와 지밑대
양태가 빳빳해지도록 바깥쪽과 안쪽 가장자리에 붙여주는 대나무이다.

⑨ 먹칠한 죽모자
죽사를 엮어내 만든 죽모자에 먹칠을 한다.

18



⑮ 은각
총모자와 양태를 모아 합칠 때 합쳐지는 부분에 죽사로 미리 만들어 놓은 
은각을 가늘고 길게 잘라 덧붙이고 먹칠한다. 갓을 더욱 단단하게 보강하고 
깔끔하게 외관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⑬ 등사한 양태
양태 위에 접착제를 칠하고 명주실을 한 가닥씩 붙여 양태 전체를 싼다.

⑭ 죽사 양태
양태 위에 명주실이 아닌 죽사를 덧씌워 죽사립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⒃ 완성 작품
총모자와 양태가 합쳐진 갓에 먹칠과 옻칠을 하여 말린 뒤 갓끈을 달아 완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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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칠을 한 갓으로 모자의 옆면과 정수리에 종이를 오려 만든 꽃(정꽃)을 붙여 

장식하였다. 갓의 아래에는 오죽烏竹에 호박을 장식하여 만든 갓끈이 달려있다. 

넓은 양태의 모양과 은은히 비치는 정꽃의 문양,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된 

갓끈이 조화를 이루어 갓 특유의 기품이 한층 돋보인다. 

05

흑립
黑笠
Heungnip (Man's Horsehair Hat)

지름 46cm, 높이 18cm, 끈길이 75cm
말총, 대나무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박창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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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자체에는 장식을 베풀 수 있는 요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갓끈을 여러 

가지 보석으로 제작하여 멋을 더하고 착용자의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었다. 

호박과 터키석으로 만든 작은 구슬을 번갈아 꿰고 갓끈의 아랫부분에 구슬

모양의 비취단추를 달았다.

06

갓끈
笠纓
Straps for a Man's Horsehair Hat

길이 56cm  |  호박, 터키석, 비취  |  1995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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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대부가 실내에서 갓을 쓰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평상시 집에서 

착용하던 관冠이다. 말총을 재료로 만들어 안에 사각형의 높은 내관內冠이 

있고 바깥에 다시 ‘산山’ 자형 관을 2단으로 덧붙였다. 제일 하단부에는 검은 

면포綿布로 테두리를 두르고, 앞·뒤 중심과 각 층의 가장자리는 여러 개의 

말총을 대어 징금수로 마무리하였다.

07

3층 정자관
程子冠
Three-tier Jeongjagwan 
(Noblemen’s Indoor Cap)

높이 25cm, 너비 35cm  |  말총  |  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보유자 김혜정 제작 





탕건은 말총으로 길게 줄을 세워서 뜬 모자의 일종이다. 이 작품은 무늬를 

넣어 멋을 낸 바둑탕건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상투를 틀고 망건으로 머

리를 정돈한 후 일상에서 탕건을 썼다. 바둑탕건은 사각무늬를 놓은 것인데 

이는 탕건이 독립된 모자 구실을 함에 따라 장식화된 것이다.

08

탕건
宕巾
Man's Inner Cap

밑지름 19cm, 윗지름 12cm, 높이 14.5cm
말총  |  1998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김공춘 제작 

24



망건은 아래쪽의 가는 테두리인 편자邊子, 중간의 넓적한 앞과 뒤, 위쪽의 

당으로 구성된다. 착용할 때는 당줄을 졸라매 크기를 조절하였고, 그 당줄을 

꿰어 고정하기 위해 관자놀이 부분에 관자貫子를 달았다. 관자의 재료로는 

자개·옥·금·은 등 다양하였는데 이는 신분과 계층을 상징하는 기능을 하였다.

09

망건
網巾 
Man's Headband

자개관자망건: 밑지름 17.5cm, 윗지름 13.5cm, 높이 8cm
옥관자망건: 밑지름 17cm, 윗지름 13cm, 높이 8cm
말총  |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보유자 강전향 제작 

자개관자망건

옥관자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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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건의 중앙을 꾸미는 장식품으로 갓이 뒤로 넘어가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풍잠은 쇠뿔, 대모玳帽, 호박琥珀, 금패金貝 등을 타원 또는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재료를 달리 하였다. 우리 조상

들은 갓 속으로 은은히 비치는 풍잠을 멋스럽고 품위 있게 여겼다.

영친왕의 망건으로 상부 중앙에 호박으로 만든 풍잠風簪이 달려 있다. 검정색 

비단을 대어 마무리한 하부의 양 옆에 금도금한 은으로 만든 관자貫子가 부착

되어 있다.

10

풍잠
風簪
Headband Ornament for Fastening Hat

11

영친왕 망건
英親王 網巾
Headband of Imperial Price Yeong-chin

밀화풍잠: 세로 3cm, 가로 4.5cm
대모풍잠: 세로 3cm, 가로 5.5cm
호박, 대모  |  1995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밑지름 19cm, 높이 7.6cm  |  말총, 호박, 은

20세기 초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밀화풍잠 대모풍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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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백옥관자 댓잎백옥관자

금패관자

망건의 좌우에 다는 작은 단추모양의 관자이다. 백색의 옥으로 제작한 모란

모양과 댓잎문양의 백옥관자와 빛깔이 누런 호박으로 만든 금패관자이다. 

관자는 망건의 당줄을 걸어 넘겨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그 재료와 무

늬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도 하였다. 금·옥관자를 가장 귀하게 여겼

으며,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무늬가 없이 간소하고 소박한 

것을 착용하는 절제와 겸손의 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12

관자
貫子 
Man's Headband Buttons

모란백옥관자: 지름 2.3cm  |  금패관자: 지름 1cm
댓잎백옥관자: 지름 2cm  |  호박, 옥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남성의 상투가 풀어지지 않도록 정수리에 꽂아 고정하는 장신구로, 비취옥과 

산호로 제작하였다. 동곳은 상투 안에 대부분이 감춰져 노출 부위가 적은 

장신구로 문양이나 장식이 화려하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금·은·옥·산호·

호박 등 재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멋을 추구하였다. 

13

동곳
䯤簪
Topknot Pin 

산호동곳: 길이 3.5cm  |  비취동곳: 길이 5cm 
산호, 비취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산호동곳 비취동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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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은 호랑이 얼굴 모양으로 장식한 어린이용 관모이다. 남자아이들이 명절

이나 생일 등에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입고 복건幅巾 대신에 머리에 썼다. 

호랑이의 눈썹, 눈, 수염, 이빨, 귀를 이마 부분에 수놓아 표현하였는데 호랑이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14

호건
虎巾
Boy's Cap with Streamers

세로 54cm, 가로 18cm, 끈길이 67cm
비단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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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둥글게 감싼 형태의 방한모로, 성인의 단조로운 조바위에 비해 어린아이의 

경우 색상과 문양이 다양하다. 홍색 비단에 수복壽福문자와 화문花紋, 박쥐 

등의 길상무늬를 금박으로 찍었다. 조바위의 앞과 뒤에는 박쥐 문양의 호박과 

5색·3색의 술을 달았으며, 뒤 끈에도 꽃과 매미모양의 옥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15

조바위
Winter Bonnet

세로 46cm, 가로 12cm  |  비단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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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부분이 뚫려있고 귀와 머리를 가리며 모자 뒤의 길이를 길게 만든 

방한모이다. 짙은 보라색의 화문단花紋段으로 겉감을 짓고, 흑색의 털을 가장

자리에 덧대어 방한기능을 높였다. 풍차의 이마 부분에는 박쥐 문양의 호박과 

진분홍색의 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16

풍차
風遮
Winter Cap

세로 40cm, 가로 18cm, 끈길이 40cm
비단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청색 계열의 대표적인 염료인 쪽풀을 이용해 전통기법으로 무명에 염색한 

작품이다. 청색은 동방東方을 의미하는 색으로 목木에 해당되며, 계절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상징한다. 예복과 관복 등을 비롯해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되던 색이다. 

17

쪽염 무명
染色綿布
Indigo Dyed Cotton Cloth

폭 31cm  |  무명  |  2002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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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계열의 대표적인 염료인 쪽풀을 이용해 전통기법으로 모시에 염색한 

작품이다. 

18

쪽염 모시
染色苧
Indigo Dyed Ramie

폭 34.5cm  |  모시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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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색 계열의 대표적인 염료인 홍화紅花를 이용해 전통기법으로 모시에 염색한 

작품이다. 홍색은 남방南方을 의미하는 색으로 화火에 해당되며, 계절로는 여름을 

상징한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막아준다고 하여 벽사辟邪의 색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9

홍화염 모시
紅花色苧
Safflower Dyed Ramie 

폭 34.5cm  |  모시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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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경유 철릭(재현품)
申景裕 帖裹(再現品)
Replica of Shin Gyeong-yu’s Cheolik 
(Man’s Coat)

길이 136cm, 화장 135cm, 술띠길이 375cm  |  비단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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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정사공신 신경유申景裕(1581~1633)의 복식 

중 철릭을 동일한 크기로 재현한 작품이다. 철릭은 남성들이 말을 타거나 사

냥할 때 활동하기 좋도록 상의에 주름을 잡은 하상下裳을 연결한 옷이다. 벽

사辟邪와 길복吉福을 상징하는 홍색의 운문단雲紋緞으로 지은 이 철릭은 하

상의 양쪽으로 트임이 나 있으며 정교한 주름이 잡혀있다. 가슴에는 남색의 

술띠를 매고, 소매는 경우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매듭단추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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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수부금 활옷
刺繡付金 闊衣
Emroidered and Gold-leaf Decorated Hwarot 
(Princess' Ceremonial Robe) 

길이 130cm, 화장 101cm  |  비단  |  2000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40



1893년 시카고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현재 미국의 시카고 필드뮤지엄(Field 

Museum)에서 소장하고 있는 활옷을 재현하였다. 길과 소매에는 원앙새 두 

마리가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는 문양의 금박을 박아 부부화합을 나타냈다. 

길의 아래쪽과 뒷면의 소매 부분에는 다양한 화문花紋을 색색의 실로 화려

하게 수놓아 장식하였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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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녹원삼
綠圓衫
Green Wonsam 
(Woman's Ceremonial Robe)

길이 150cm, 화장 134cm  |  비단  |  2011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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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과 민간에서 예복으로 착용했던 옷이다. 소매에는 홍색과 

황색의 끝동과 흰색의 한삼이 달렸다. 흉배胸背와 대대大帶에는 권위를 상징

하는 대표적인 문양인 운봉雲鳳과 다양한 화문花紋이 금박되었다. 길과 소매에는 

수壽, 복福 두 글자를 엇갈려 일정한 간격으로 금박하였고, 석류와 불수감佛手柑 

문양을 넣어 자손번창·부귀·장수 등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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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이전부터 2~3세까지 어린아이들이 주로 신었던 자수 장식 버선이다. 

손누비를 한 버선의 양 볼에는 연꽃문양의 수를 놓고, 버선코에는 색실로 

만든 술을 달아 꾸몄다. 버선목 위에 남자아이는 푸른 계통의 대님을 달고, 

여자아이는 붉은 계통의 대님을 달아준다. 

23

타래버선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길이 20cm, 폭 15cm  |  면  |  1995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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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鞋는 신목이 없고 신울이 낮은 형태의 신을 의미한다. 그중에서 흑혜黑鞋는 

검정색의 모직이나 가죽으로 만들며 가장자리에 흰색 선을 두른 정도의 

단순한 장식으로 되어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착용하나, 남자의 것은 신코가 

넓고 뒤축이 높은 신 형태이고, 여성용은 신코가 뾰족하고 높은 형태로 되어 

있다. 

24

흑혜
黑鞋
Black Shoes

길이 26cm, 폭 8cm, 높이 8cm  |  가죽  |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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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에 수를 놓아 만든 수혜는 꽃신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젊은 부녀자들이 

착용하였다. 광목을 여러 겹 붙인 위에 다양한 색실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십장생 무늬를 수놓은 홍색 비단을 둘렀다. 신코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자주색으로 장식하였다.  

25

수혜
繡鞋
Embroidered Shoes

길이 27cm  |  비단, 가죽  |  2004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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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鞋 제작 과정
Process of Making Shoes

죽엽

굼벵이

마구리

① 마름질한 백비
광목과 모시를 겹쳐 만든 백비를 신본의 모양에 맞게 잘라준다.

② 비단 붙인 백비
마름질한 백비의 모양에 맞추어 비단을 잘라 붙인다.

④ 마구리와 죽엽, 굼벵이
한지로 흰색 테두리를 만들어준 마구리와 죽엽, 굼벵이를 신울의 앞·뒤에 
붙여 장식한다.

③ 변감 박은 신울
명주로 만든 얇은 변邊감을 신울의 위와 아랫부분에 박음질한다.

⑤ 남아, 여아 신울
신울 두 장을 맞대어 바느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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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리감과 근피
신울의 뒷마구리에 붙이는 부채꼴 모양의 합성피혁인 근피와 윗변에 길게 
붙이는 도리감이다.

⑧ 밑창
밑창 본에 맞추어 가죽과 백비를 잘라 붙이고 송곳으로 약 3㎜ 간격의 
구멍을 일정하게 뚫은 후 박음질한다.

⑩ 신골 박은 신발
나무로 만든 신골을 신발 안에 집어넣고 그 사이에 쐐기를 끼워 넣은 상태로 
방망이로 신의 겉면을 두드려 신의 형태를 잡는다. 

⑦ 도리감과 근피를 붙인 신울
신울 두 장을 맞대어 바느질한 뒤 신울의 뒷마구리 안쪽에는 근피를 붙여주고, 
신울의 윗변에는 도리감을 붙인다.

⑨ 신울과 밑창을 꿰맨 신발
신울과 밑창을 서로 맞추어 바느질하며 모양을 잡아준다. 

⑪ 완성 작품
신창과 신울을 꿰맨 봉제 부분이 깔끔해 보이도록 아교에 갠 흰색의 활석
가루를 발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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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혜는 사대부 남성들이 신는 마른신인데 

신울을 헝겊이나 가죽으로 만들고 앞코와 뒤축에 

선문線文을 돌려 박은 화려한 신이다. 남자아이용

으로 만든 이 태사혜는 청색비단으로 감싸 신울을 

만들고 앞코와 뒤축에 홍색으로 선무늬를 곱게 

박아서 돌렸다. 

26

태사혜
太史鞋
Man's Shoes 
Decorated with Stripes

길이 15cm, 폭 5.5cm  |  비단, 가죽  |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소장 

신코와 뒤축을 구름무늬로 장식한 여자아이용 

운혜雲鞋이다. 꽃문양의 홍색 비단으로 만든 

신울의 앞코와 뒤축에 청색의 마구리를 붙이고 

그 위에 홍색의 굼벵이와 죽엽으로 구름무늬를 

장식했다.

27

운혜
雲鞋
Woman's Shoes 
Decorated with Clouds

길이 16cm, 폭 6cm  |  비단, 가죽  |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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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를 만들고 꾸미다
Making and Adorning Accessories



Accessories are objects used to adorn oneself. People wear accessories not only 

from their innate desire to display their social status and positions, but also from an 

instinct for aesthetic pleasure, or a desire to appear attractive to others.

Artisans thus devoted themselves to making various kinds of accessories. Gold-leaf 

artisans (geumbakjang) printed diverse gold-leaf patterns on hair ribbons (daenggi), 

while jade artisans (okjang) decorated ornamental hairpins such as binyeo or 

dwikkoji with dragon, bonghwang (mythical birds) or flower designs using various 

materials including amber, jade, and so forth.

Knot artisans (maedeupjang) practiced various decorative techniques. They attached 

gems such as coral and jade to norigae pendants consisting of knots in different 

shapes such as a dragonfly or a butterfly, or made strawberry-shaped pendants using 

colorful threads. When making an incense case for a norigae pendants, jade artisans 

worked on incised designs on the jade part, and embroidery artisans ( jasujang) 

worked on embroidered designs.

Therefore, techniques and skills of an artisan became the main factor that 

personalized each piece of such accessories, even though they were basically of the 

same kind. Moreover, each of these accessories manifested the personality of the 

wearers.  

장신구는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이다. 인간이 장신구를 몸에 지니는 이유는 지위·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미적 욕구의 만족,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인들은 각종 장신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머리에 드리우는 댕기에 

금박장은 다양한 문양을 금박으로 찍고, 옥장은 비녀나 뒤꽂이도 밀화나 비취 등의 재료를 

이용해 용이나 봉황, 꽃모양으로 장식했다. 

매듭장은 잠자리·나비 등 다양한 형태로 매듭을 지어 만든 노리개에 산호와 비취 등 

보석을 달아 장식하기도 하고, 색동으로 딸기술노리개를 만드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아름

답게 장식했다. 향갑의 경우 옥장은 옥으로 문양을 새기고, 자수장은 자수로 문양을 넣었다.

이렇듯 같은 종류의 장신구임에도 장인의 기술과 솜씨에 따라 장신구들이 각각의 개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착용한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앞댕기는 혼례 때 신부의 큰 비녀 양쪽으로 감아 어깨까지 드리우는 댕기

이다. 댕기의 중앙에는 봉황 한 쌍이 서로 마주보는 문양과 함께 수복강녕

壽福康寧 문자를 금박하였고 양쪽에는 석류와 박쥐, ‘복福’ 자를 금박하여 

다산多産과 복을 기원하였다. 댕기의 양쪽 끝에는 진주와 산호주를 달아 화려

하게 장식하였다.

28

금박앞댕기
Front Hair Ribbon with
Gold-Leaf Imprint

세로 129cm, 가로 7.5cm  |  비단  |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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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투락댕기는 혼례 때 신부의 족두리나 화관의 쪽진 머리 뒤쪽에 붙여 길게 

늘어뜨리는 뒷댕기이다. 댕기의 위쪽에는 봉황 한 쌍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문양의 금박을 박고 붉은색의 동그란 산호주를 달았다. 그 아래에 다양한 

화문花紋과 석류, 길상문자를 금박하고 중간 중간에 산호주와 진주를 달아 

장식하였다. 

29

금박도투락댕기
Rear Hair Ribbon with
Gold-Leaf Imprint

세로 127cm, 가로 22cm  |  비단  |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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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부분에 화각을 붙여 장식한 나무 빗이다. 중앙에 넓적한 대쪽을 앞뒤로 

붙이고 좌우에 촘촘하게 살을 박아 만들었다. 단순한 형태의 꽃과 초록잎으로 

구성된 문양이 노란색과 빨간색 배경에 그려져, 붉은 빗살과 조화를 이룬다. 

30

화각화문머리빗
Ox-horn Comb 
with Flower Design

머리빗1: 세로 8cm, 가로 5.5cm
머리빗2: 세로 13cm, 가로 7.5cm 
머리빗3: 세로 8cm, 가로 6.5cm
대나무, 화각  |  2011
국가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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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거울을 부착해서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앞면에 여닫이

문을 달아 화장품 등을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앞면과 윗면에는 뇌문雷文을 

상감하여 오밀조밀하게 꾸몄으며, 경첩을 최소화하여 깔끔하면서도 튼실하게 

만들었다. 

31

좌경대
坐鏡臺
Mirror Stand 

세로 37cm, 가로 25cm 높이 27cm
나무, 금속, 유리  |  1998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故 강대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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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들의 머리댕기나 장신구 등을 보관하던 가구인 달비집을 재현

하였다. 바탕에는 줄음질 기법을 사용하여 무병과 장수를 기원하는 국화당초

무늬를 새겼고, 가장자리에는 끊음질 기법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새겼다. 

서랍이 3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수를 의미하는 거북이 모양의 자물통을 

달았다. 

32

나전칠기 국화당초문 달비집
Lacquered Wig Case Inlaid with 
Mother-of-pearl Vine Design 

세로 30cm, 가로 30cm, 높이 30cm  |  나무, 나전, 옷칠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전수교육조교 양옥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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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으로 만든 비녀이다. 잠두簪頭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과 봉황의 머리를 

각각 정교하게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용과 봉황은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

하는 대표적인 문양으로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였다.

33

비녀
Chignon Pin

봉황비녀: 길이 32cm  |  용비녀: 길이 31cm
옥, 금속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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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진 머리에 꽂는 장식으로 비녀와 형태는 비슷

하나 장식 부분이 비교적 크고 길이는 짧다. 

밀화를 이용해 국화 형태로 조각하고 그 위에 

계관석鷄冠石으로 만든 매화 모양의 장식을 배치

했다.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그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국화는 절개節槪를 상징한다. 

34

밀화국화모양뒤꽂이
Chrysanthemum-shaped Amber 
Ornamental Hairpin

길이 9cm, 지름 2.2cm  |  옥, 금속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연봉뒤꽂이는 막 피려는 찰나의 연꽃봉오리를 

표현한 뒤꽂이이다. 연꽃의 봉오리는 비취를 

물려 장식하였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청정과 

고결의 상징물로 여겼으며 연꽃 씨앗의 강한 

생명력으로 인해 생명의 창조와 번영을 상징

하기도 한다.

35

비취연봉뒤꽂이
Lotus-shaped Jade 
Ornamental Hairpin 

길이 9cm  |  옥, 금속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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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모양의 둥근 백옥판 위에 각종 보석들이 

부착된 떨잠이다. 떨잠은 여성들이 원삼과 같은 

예복을 입고 큰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는 장식품

이다. 중앙에 비교적 큰 홍파리紅玻璃를 배치하고 

그 주변에 진주, 홍파리, 청파리靑玻璃를 둥글게 

배치하였다. 봉황 떨새와 진주 떨새를 달아 움직일 

때마다 장식이 떨리듯 흔들리도록 하였다.

36

백옥원형떨잠
Round-shaped White Jade 
Ornamental Hairpin

길이 11.5cm, 너비 8.5cm  |  옥, 금속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나비 형태로 조각된 백옥판 위에 여러 가지 

보석을 부착하여 장식한 떨잠이다. 나비 날개의 

네 귀퉁이에 국화 받침을 놓고 그 위에 진주를 

놓았는데, 진주는 은사로 고정시켰다. 몸체의 

가슴은 홍파리紅玻璃로, 배는 청파리靑玻璃로 

표현하였다. 머리에는 작은 진주 2개를 박아 

눈을 표현하고, 더듬이 부분에는 산호 수술을 

단 진주 떨새를 2개 달았다.

37

백옥나비떨잠
Butterfly-shaped White Jade 
Ornamental Hairpin

길이 12cm, 너비 7.5cm  |  옥, 금속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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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옥玉인 비취로 만든 쌍가락지이다. 비취는 

산지가 제한되어 예로부터 진귀하게 여겨왔다. 

가락지는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하였는데, 상류층은 

주로 비취, 칠보, 마노, 밀화, 산호 등으로 만든 

가락지를 착용하였고, 서민층은 은이나 백동 

가락지를 많이 끼었다. 조선시대 왕실 비빈들의 

사계절 복식에 관한 지침서인 『사절복색자장요람

四節服色自藏要覽』에 따르면 비취가락지는 5월 단오

에 낀다고 전해진다. 

38

비취쌍가락지
翡翠雙指環
A Set of Jade Twin Rings

지름 3cm  |  비취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산호의 종류인 홍산호로 만든 가락지이다. 산호는 

아름다운 빛깔과 기묘한 모양으로 장신구로 많이 

이용되었다.

39

산호쌍가락지
珊瑚雙指環
A Set of Coral Twin Rings

지름 3cm  |  산호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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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화석인 누런색 호박琥珀 종류인 밀화로 

만든 가락지이다. 쌍으로 굵게 만들어 소박함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왕실 비빈들의 사계절 복식에 

관한 지침서인 『사절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自藏要覽』에 

의하면 “겨울에는 밀화와 같이 두터운 것으로 

된 노리개를 찼다.”고 전하는 것으로 볼 때 겨울철에 

패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투명한 황색 호박인 금패로 만든 가락지이다. 

윤기 있고 투명하며 색감이 뛰어나 아름답다. 

하절기에 주로 패용하였으며, 쌍으로 굵게 만들어 

소박함을 보여준다.

41

밀화쌍가락지
蜜花雙指環 
A Set of Translucent Amber Twin Rings

40

금패쌍가락지
錦貝雙指環 
A Set of Yellow Amber Twin Rings

지름 3.5cm  |  밀화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지름 3cm  |  금패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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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박수자문귀주머니
金箔壽字文角囊
Eared Pouch with 
Gold-leaf Character Decoration of 壽
(longevity)

좌: 세로 18.5cm, 가로 15.5cm 
우: 세로 17.5cm, 가로 16cm
연화문단, 금박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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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으로 여러 문양을 찍어 만든 귀주머니 한 쌍이다. 양쪽 귀가 각이 져서 

각낭角囊이라고도 한다. 금박은 문양이 새겨진 목판에 부레풀을 바르고 

금박판에 목판을 찍어 금박을 묻힌 다음 귀주머니에 찍는다. 이 과정을 

옷감에 금을 올린다 하여 부금付金이라고 한다. 주머니 입구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수자문壽字文을, 아래 중앙에는 자손번창을 의미하는 석류문石榴文과 

공명출세를 의미하는 백로문白鷺文을, 주변에는 다산·득남을 기원하는 박쥐문

蝙蝠文을 각각 금박으로 찍어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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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에서 방에 걸어두고 은은한 향을 즐기던 직사각형 향갑노리개의 부분

이다. 앞면과 뒷면에 오색구름과 일곱 마리의 봉황을, 측면에는 연꽃을 수놓

았다. 모든 문양의 테두리는 금사를 둘렀다. 향갑의 문양은 구름, 물결, 연꽃, 

해, 달 등으로 상서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43

자수 향갑
刺繡香匣
Embrodered Incense Container

향: 세로 6cm, 가로 5cm, 두께 2.5cm 
푸른색: 세로 8cm, 가로 7cm
붉은색: 세로 6.5cm, 가로 5cm, 두께 2.5cm  |  비단, 금사, 견사  |  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김영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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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룡문이 투각되어 있는 향갑으로 노리개의 부분 장식이다. 여인의 한복 

저고리 겉고름 또는 치마허리에 차는 노리개는 화려하고 섬세하며 모양이 

다양해 궁중은 물론이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즐겨 찼다. 몸에 지니는 작은 

패물이지만 운룡문을 투각해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44

백옥운룡문향갑
白玉雲龍文香匣
White Jade Incense Container with 
Dragon and Cloud Design

세로 7cm, 가로 4.2cm, 두께 1.4cm  |  옥  |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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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취십장생문노리개
Jade Norigae Pendant 
with Ten Longevity Symbols

직사각형 비취에 십장생무늬를 투각해 만든 

노리개이다. 십장생문은 불로장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길상 문양이다. 이를 

새김으로써 장수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노리개에 

주로 쓰였던 국화매듭과 병아리매듭을 맺고, 

다섯 개의 ‘희喜’ 자 봉술을 연결하였다.

세로 42.5cm, 가로 5cm  |  옥, 명주실  |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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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가 베풀어진 향낭에 삼색의 봉술을 달아 만든 노리개이다. 사향麝香이나 

목향木香가루를 종이에 싸서 향낭에 넣었다. 향낭의 좌, 우, 중앙에 세 개씩 

삼색의 봉술이 화려하게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봉섭 보유자가 술머리에 

금실을 감아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인 봉술 감는 방법을 복원해 표현한 것도 

주목된다.

46

수향낭노리개
Embroidered Norigae Pendant 
with Incense Pouch

길이 51cm, 너비 16.5cm  |  비단, 명주실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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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옷에 다는 장신구의 하나로서 산호, 비취, 밀화에 박쥐문蝙蝠文을 

새겨 장식한 삼작노리개이다. 노리개는 고리인 띠돈帶金·끈목多繪·패물·매듭·

술로 구성되는데, 삼작일 경우에는 3개의 끈목을 한곳에서 정리하여 고름에 

걸었다. 삼작노리개는 규모에 따라 대삼작, 중삼작, 소삼작노리개로 구분한다. 

다만 규모와 기교에서 가장 화려한 대삼작노리개는 궁중이나 양반가의 

혼례용으로, 중삼작노리개는 궁중과 사대부에서, 소삼작노리개는 젊은 부녀자나 

어린이들이 사용했다. 

47

산호·비취·밀화박쥐삼작노리개
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Coral, Jade, Amber) with Bat Design

길이 34cm, 너비 10cm
산호, 비취, 밀화, 명주실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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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딸기술노리개로 오색술이 화려한 매듭노리

개이다. 술의 모양이 딸기와 같고 술을 엮을 때 

오색을 엮어 색동딸기술이라 한다. 소담스러운 

석류알이 엉켜있는 모양의 석씨매듭을 중앙에 

구성하고, 위아래에 국화매듭을 배치해 화려함을 

더했다.

48

색동딸기술노리개
Norigae Pendant with 
Strawberry-shaped Knot in Five Colors

길이 46.2cm, 너비 6cm  |  명주실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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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모꼴인 국화매듭을 위아래에 배치하고, 국화매듭을 응용한 나비매듭을 

가운데에 구성한 삼작노리개이다. 전통오방색이 아닌 간색 계열로 노리개를 

구성해 현대적인 느낌을 더한 장식품이다. 귀한 재료로 공들여 만들어진 

노리개는 전통시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애장품이었는데, 모양과 색·

길이에 따라 의복과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49

삼작노리개
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길이 34.7cm, 폭 3cm, 삼작폭 20cm  |  명주실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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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지니는 조그마한 칼로 백옥, 금, 은으로 장식해 제작하였다. 장식이 

복잡하여 ‘갖은장도’라 한다. 남녀 구별 없이 호신용 또는 장신구로 사용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들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휴대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손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보다 상

징성과 장식성이 강조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여인들의 노리개장식 일부가 

되면서 장도는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칼날에 새겨진 

‘일편심一片心’이라는 글귀는 흔들리지 않는 곧은 마음을 뜻하며 주로 여성용 

장도에 새겼다.

50

백옥금은장갖은장도
Ornamental Knife Decorated with 
White Jade, Gold and Silver

칼: 길이 19.5cm  |  칼집: 길이 12.5cm, 폭 3cm
백옥, 금, 은  |  2009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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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단으로 된 을자乙字형 장도이다. 양끝의 곡선이 여성의 저고리나 버선코를 

연상시켜 단아하고 아름답다. 칼날에는 ‘일편심一片心’ 글귀가 새겨져 있어 

여성용임을 알 수 있다. 故 박용기 보유자는 자신의 이름 한자인 ‘용龍’ 자를 

칼날에 새겨 본인의 작품임을 나타냈다. 태극을 새긴 칼집 바탕에 붙이는 

원장석을, 금으로 만든 국화모양 장식과 구리못으로 고정시켜 칼집을 장식

하였다.

51

흑단갖은을자도
Ornamental Knife with 
Ebony Handle and 
Sheath in the shape of ‘乙’

칼: 길이 19.5cm  |  칼집: 길이 13.5cm, 폭 3cm
흑단, 금  |  2002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故 박용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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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꾸미다
Architectural Decorations



A house is a space considered the most fundamental for human living. Since early 

days, people considered every step of the construction process of a building to be 

fundamental, from leveling of the ground to the actual construction.

Especially, roof tiles and multicolored decorative paintwork (dancheong) were 

used on buildings at the royal palaces or at Buddhist temples, for the purpose of 

adding dignity and value to the buildings. Roof tile artisans ( Jewajang) carved 

auspicious symbols on the tiles, such as dragon and bonghwang (mythical birds) 

designs, and also made clay figurines that had a symbolic function of repelling evil 

spirits. Dancheongjang artisans decorated buildings with diverse colors and motifs. 

Dancheong decoration was used to symbolically express the dignity and prestige 

of the building, and to practically protect wooden structures against the external 

environment.

Through the skilled work of these artisans, with their delicate touches, ordinary 

spaces were transformed into something exceptional and beautiful.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공간이다. 옛 사람들은 집터를 잡는 

것에서부터 건축물을 올리는 전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궁궐이나 사찰에서는 기와나 단청을 이용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가치를 더하고자 

했다. 기와를 빚는 장인은 기왓장에 용문과 봉황문 등의 길상무늬를 새기기도 하였고, 

벽사의 의미를 담은 잡상도 만들었다. 단청을 베푸는 장인은 여러 가지 빛깔의 안료와 

문양으로 건물을 장식하여 목조 구조물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건물의 

위엄과 권위를 부여했다.

이와 같이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 평범한 공간이 특별하면서도 격조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잡상은 기와지붕의 추녀마루 위에 놓이는 와제瓦製 토우土偶를 말한다. 잡상은 

길상과 수양의 의미를 지녔는데, 차츰 화마火魔를 제압한다는 벽사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것은 화재 이후 다시 복원된 숭례문에 올려진 총 아홉 개의 

잡상 중 여덟 번째 잡상이다.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지장보살을 형상화한 잡상으로서, 사후의 구원에 대한 염원이 담긴 장식기와

이다.

52

지장보살잡상
地藏菩薩雜像
Ksitigarbha-shaped 
Roof Decoration Figurine

세로 27cm, 가로13cm, 높이 33cm  |  흙  |  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김창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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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중 추녀 끝에 사용한 막새로 수막새와 암막새이다. 지붕에 씌워 기왓등과 

기왓골을 형성하며 눈과 빗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한다. 전통 기와지붕의 외관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화재 이후 다시 복원된 숭례문에 

올려진 막새이다. 기와 제작을 위한 원통의 틀인 와통으로 암막새와 수막새를 

만든 후 목판에 새긴 용문龍文과 봉황문鳳凰文 틀로 찍어 이어 붙였다.

53

용문암막새·봉황문수막새
龍文平瓦當·鳳凰文圓瓦當 
Concave Roof-end Tile with Dragon Design, 
Convex Roof-end Tile with Bonghwang Design 

암막새: 세로 56cm, 가로 39cm 
수막새: 세로 54cm, 가로 21cm  |  흙  |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김창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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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화려한 갖은금단청 단청문양이다. 앞목초에 

연화병목초와 바자휘를, 뒷목초에 연꽃과 인휘를 

배치해 장식하였다. 가운데 계풍界風에는 백호와 

청룡을 별지화로 구성하였다. 갖은금단청은 주로 

사찰 불전에서 사용되었는데, 본 작품은 단청문양의 

화려함을 극대화해 표현한 작품이다. 

54

단청문양
丹靑文樣
Multicolored Paintwork Design 

세로 103cm, 가로 49cm
면본채색, 석채  |  2005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제작 

86



기하학적 무늬를 바탕으로 도안을 그리고 채색한 금문錦文인 ①소슬줏대금, 

②여의두결련금, ③십자줏대금, ⑤쌍사각금, ⑥연화결련금문이다. 이밖에 

보, 도리, 서까래 단면에 장식하는 ④태평화문과 부재 끝머리에 넣는 ⑦연화

머리초 중심문양을 그렸다.

55

단청문양
丹靑文樣 
Multicolored Paintwork Design 

세로 72cm, 가로 101cm  |  마본채색, 석채  |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이인섭 제작 

①

⑤

⑥

⑦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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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같은 상서로운 꽃을 뜻하는 보상화문 단청이다. 보상화문의 조형은 

보통 연꽃무늬와 결합된 팔메트(palmette, 종려나무) 잎 덩굴의 변형이다. 

연꽃잎이 나선형으로 변형된 파련화波蓮花를 중심으로 골뱅이 모양의 곱팽이

구름과 네 면에는 여의두 문양을 배치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보상화는 

다양한 화문의 특성이 결합되어 예술적으로 가공된 이상화로서 불교의 

장엄적 상징성을 지닌다.

56

보상화문
寶相華文 
Medallion Flower Design

세로 25cm, 가로 25cm  |  면본채색, 석채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김석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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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봉황새를 그린 단청문이다. 수컷을 봉鳳이라 부르며, 

암컷을 황凰이라 일컫는다. 예로부터 훌륭한 임금이 정사를 맡아 천하가 

태평할 때에 봉황이 출현한다고 믿었다. 봉황은 색에 따라 다섯 종류로 

구분되는데, 붉은색을 봉鳳, 자주색을 악작鸑鷟, 푸른색을 난鸞, 노란색을 

원추鵷雛, 흰색을 홍곡鴻鵠이라 한다. 또한 암수 두 마리를 함께 그린 것을 

쌍봉雙鳳이라 일컫는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봉鳳새와 황凰새가 대나무 열매

竹實를 물고 날고 있는 모습을 단청문양으로 그렸다. 건물 단청에서 봉황문은 

계풍界風의 별지화別枝畵나, 천장의 반자초 등에 주로 적용되며, 특히 그 상징성

으로 인하여 궁궐의 단청에 주로 이용된다.

57

봉황문
鳳凰文 
A Pair of Mythical Birds Bonghwang Design 

세로 25cm, 가로 25cm  |  면본채색, 석채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김석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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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꾸미다
Adorning Household Objects



Household objects made by an artisan are usually simple and humble because they 

are made for everyday use, but often they have some decorative elements, large or 

small, since they were born in the hands of an artisan.

Wood furniture artisans (somokjang) carefully selected timbers having beautiful 

grains to make furniture such as bedside chests, stationary cabinets, and desks. 

Meanwhile, metalwork artisans (duseokjang) added splendor to the simple look of 

wooden furniture by adding metal fittings that were generally used to strengthen the 

robustness of furniture. 

For example, even boxes to store small daily objects were decorated in many ways. 

Rush-weaving artisans (wanchojang) decorated boxes by weaving in specific 

patterns; while bamboo-plaiting artisans (chaesangjang) dyed slices of bamboo skin 

in different colors; and mother-of-pearl artisans (najeonjang) adorned lacquerware 

with luminescent shells cut into various shapes. Even for boxes used for everyday life, 

characteristic techniques utilized by each artisan were intended to be manifested in 

the end products.

Each of these crafted objects, as precious ornaments in themselves, delicately graced 

every corner of the house.

장인이 만든 세간들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물건들이기에 대체로 소박하지만,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크고 작은 장식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소목장은 집 안에 놓이는 머릿장이나 문갑, 서안과 같은 가구에 결이 아름다운 목재를 

써서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잔잔한 멋을 살렸고, 두석장은 가구의 견고함을 위해 사용

되는 두석장식에 다양한 문양을 넣어 소박한 가구에 화려한 맛을 더했다. 

소품을 담아두는 함의 경우, 완초장은 왕골로 문양을 넣어 짜고, 채상장은 대나무에 색을 

입혀 짜며, 나전장은 조개껍질로 문양을 만들어 붙여 장식했다. 생활에서 쓰이는 함이지만 

장인의 특색에 따라 그 기술이 가장 잘 돋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예품들은 하나하나가 장식적 요소가 살아있는 것들로서, 집 안 곳곳에 은은한 

멋을 더하였다. 



아자문亞字文으로 2단을 구성하고 ‘수壽’자와 ‘복福’자를 각 단에 3개씩 배치해 

엮은 발이다. 발은 여름철에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실내에 있는 사람에게 

시원함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한다. 대나무를 가늘고 길게 쪼개 대오리를 준비하고, 발을 엮을 때 실패의 

역할을 하는 고드래에 명주실을 감아 발틀에서 엮기 시작한다. 고드래는 

발의 크기와 문양에 따라 발틀에 거는 개수가 다르다. 발 하나가 완성되기

까지는 보통 2,000개의 대오리를 400개의 고드래로 엮어 낸다. 문양을 완성

하고 고드래에서 실을 풀어 매듭을 엮은 후 마무리한다.

58

수복대발
壽福竹簾

Bamboo Hanging Screen 
with Chinese Characters 
for Longevity and Happiness Design

세로175cm, 가로153cm  |  대오리, 명주실  |  2007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염장 보유자 조대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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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중심에 ‘만卍’ 자와 주변에 아자문亞字文을 거북 등갑 모양의 육각형 귀갑문

龜甲文으로 엮은 발이다. 귀갑문의 각도는 실의 두께와 발틀의 흠과 흠 사이의 

간격, 그리고 문양 안에 몇 개의 대오리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 

문양 안에 대오리가 많이 들어가면 각이 높은 문양이 만들어지고 한 문양 

안에 대오리가 적게 들어가면 각이 낮은 귀갑문이 만들어진다. 발을 다 엮은 

후 실을 풀어 마름모 꼴의 장식매듭을 만든 다음 술을 달아 마무리했다. 

59

만자 귀갑문발
卍字龜甲文簾 
Hanging Screen with Swastika and Turtle Design

세로 175cm, 가로 165cm  |  대오리, 명주실  |  2016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염장 보유자 조대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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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리를 염색해 커다란 함 안에 두 개의 작은 함을 넣어 만든 채상이다. 

채상은 ‘색이 있는 상자’ 또는 ‘비단처럼 고운 대나무 상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혼수용품, 여인들의 패물그릇, 보석함 이외에도 관리들이 궁중에서 

야근할 때 입을 옷을 담아가는 데도 쓰였다. 대나무를 종이처럼 얇게 가른 

대오리를 소목과 쪽으로 물들여 황색과 녹색으로 무늬를 만들며 겉을 짠다. 

속 상자 안은 베를 발라 마감하고 겉상자의 귀모퉁이는 바스러지지 않게 

소목으로 염색한 홍색 천으로 둘렀다. 서신정 보유자는 집안에 전수되어 오던 

만자문卍字文을 복원하고 연속십자문連續十字文, 물방울문, 줄문 등의 다수의 

전통적인 문양을 응용해 내용물의 귀중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화려하게 

대오리를 엮었다.

60

채상삼합
彩箱三合 
Colored Bamboo-plaited Lidded Boxes

세로36cm, 가로58cm, 높이22cm  |  대나무  |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서신정 제작 

96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2년생 풀인 왕골로 엮은 세 개의 함이다. 예로

부터 왕골로 방석, 합, 사주함, 돗자리 등을 엮어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였다. 

여름에는 땀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냉기를 막아 각광을 받았다. 색을 입힌 

왕골의 적절한 배열로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공예품이다. 왕골공예품은 

화려하지만 수수한 질감 때문에 소박한 가운데 찬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61

왕골삼합
莞草三合
Rush-plaited Lidded Boxes

지름 19cm, 높이 7cm  |  왕골  |  2000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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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입힌 왕골로 아자문亞字文을 둥글게 패턴화해 엮은 사각함이다. 뚜껑의 

사각 모서리도 문양과 동일한 색으로 엮었다. 이는 귀퉁이가 바스러지지 

않게 천을 덧대었던 기능적 요소를 장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글자를 엮는 

왕골은 글자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살을 제거한 후 엮는다. 재료의 

특성상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공예품이다.

62

왕골아자문사각함
莞草亞字文四角函 
Box with Chinese Character ‘亞’ Design

세로 31cm, 가로 31cm, 높이 11cm  |  왕골  |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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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칠은 붉은색 안료를 옻칠과 혼합하여 칠함으로써 붉은 색을 내는 도장 

기법이다. 예로부터 주칠은 화려하고 귀해 주로 궁에서만 쓰였다. 자물쇠를 

거는 앞바탕에는 매화문을 새기고, 들어 옮기는 들쇠는 박쥐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였다. 주칠을 강조하기 위해 기능적 장석만 사용한 화려한 주칠함이다.

63

주칠함
朱漆函
Red Lacquered Boxes

대: 세로 32cm, 가로 59cm, 높이 32cm 
중: 세로 26.5cm, 가로 41cm, 높이 21cm 
소: 세로 22cm, 가로 30cm, 높이 18cm
나무, 주칠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보유자 정수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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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은 야외나 관청에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소반을 

말한다. 머리에 이고 나르기 편하도록 다른 소반에 비해 하단이 길게 제작

되었다. 또한 이동할 때 앞을 내다보기 위해 마름꽃 모양인 능화형菱花形의 

커다란 창을 뚫고 옆면에는 손잡이 구멍을 만들었다. 기능에 충실한 소반임

에도 천판의 가장자리나 판각의 투각장식이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구성

되어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64

공고상
公故床 
Tray-Table with Tall Legs

세로 45cm, 가로 45.5cm, 높이 30cm
은행나무  |  2005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故 이인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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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천을 원형과 정사각형으로 구획하고 각각의 구획에 다른 문양을 수

놓은 방석이다. 중앙의 원 안에는 연못에 핀 꽃과 노니는 새를 사실적으로 

수놓았다. 중심원 밖으로 정방형의 네 귀에는 박쥐문蝙蝠文과 함께 학을 수

놓았는데, 네 마리의 학이 중심원을 휘돌아 감고 있는 모양에서 역동성이 

느껴진다. 정사각형의 ‘아亞’ 자를 다홍색, 옥색, 보라색, 초록색, 분홍색, 

파랑색, 노랑색 등으로 수놓아 기하학적 무늬로 바깥쪽 네 변을 마감하였다. 

이 자수방석은 고종이 1893년 미국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여 현재 

시카고 필드뮤지엄(field museum)에 소장된 것을 故 한상수 보유자가 현지 

조사를 통해 연구, 복원하였다.

65

자수방석
刺繡方席
Embroidered Sitting Cushion

세로 69cm, 가로67cm, 폭11cm  |  비단, 명주실  |  1993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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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초충도 8폭 병풍
草蟲圖8幅屛風
Eight-panel Folding Screen with 
Image of Grass and Insects

각각 세로 170cm, 가로 46cm
비단, 명주실  |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8폭으로 이루어진 병풍으로 ‘신사임당 초충도’로 전해지는 회화작품을 모본

으로 하여 수놓은 것이다. 나팔꽃·양귀비·패랭이·맨드라미·봉선화·원추리·

민들레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꽃들이 개구리·풀거미·

잠자리·벌 등과 정감있게 어우러져 있다. 꼰사에 비하여 가늘게 꼰 반푼사를 

사용하였으며, 평수를 위주로 하여 자련수·이음수·매듭수·느낌수 등으로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수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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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머리맡에 놓고 의복이나 일상소품을 넣어두었던 머릿장으로 무늬가 

좋은 느티나무로 짜고 원형 황동 장석을 부착하여 장식한 작품이다. 장 

앞면의 여닫이문은 원형 고리와 경첩으로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장식

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칠油漆로 마감하여 느티나무 무늬를 은은하게 부각

시켰다. 전통 생활공간에 맞게 아담한 크기로 제작해 머릿장으로서의 기능에 

적절한 규모와 형태를 갖추었다. 

67

머릿장
Bedside Chest

세로 40cm, 가로 71cm, 높이 55cm
느티나무, 황동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박명배 제작 



먹감나무와 느티나무 용목龍木으로 만든 이층 문갑장이다. 중요 서류나 기물

들을 깊숙이 넣어 보관하는 기능을 지녔다. 1층의 여닫이문을 열면 3개의 

속서랍이 별도로 있어 귀한 물품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다. 2층은 여러 개의 

서랍, ㄱ·ㄴ 형태의 복합적인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다. 뼈대는 참죽나무로, 

옆널과 뒷널은 오동나무로 튼튼하게 제작하였다. 장식부재인 먹감나무를 대칭

으로 배치해 가구에 균형감을 부여하였다. 1층 여닫이문에 보상화형 ‘만卍’ 

자 투각 무쇠자물쇠를 부착하였는데, 투박하지만 소박한 멋을 풍긴다. 2층

에는 노르스름한 박쥐, 복숭아 모양 황동장석을 달아 1층과 대비되는 경쾌한 

느낌을 자아낸다.

68

전주이층문갑장
全州二層文匣裝
Jeonju Two-story Stationery Chest

세로 35cm, 가로 75cm, 높이 100cm
나무, 무쇠, 황동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소병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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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 보거나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한 서실용 좌식책상이다. 단단하면서도 

결이 고운 담홍색의 참죽나무를 기본으로 하고 오래된 감나무의 심재心材인 

먹감나무로 무늬를 강조하였다. 서안 위판의 양쪽 끝은 살짝 들려 두루마리 

서책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조형적인 면에서도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69

서안
書案
Desk

세로 35cm, 가로 100cm, 높이 34cm
참죽나무, 먹감나무, 장석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소병진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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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기촛대
Brass Candle Holder

팔각형태의 좌대座臺 위에 촛대를 고정하고 초꽂

이를 얹은 유기 촛대이다. 바람이나 빛의 분산을 

막아주는 부분인 화선火扇은 전통적 장식소재인 

나비로 꾸몄다. 촛대와 화선꽂이의 연결부분은 

수자문壽字文을 투각해 장식하였다. 화선꽂이의 

끝에는 연꽃봉오리로 마감하고 가지를 늘어뜨려 

꽃잎 모양의 그을음가리개를 설치했다. 조명의 

기능을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팔각좌대는 주물鑄物로 제작하고, 나비모양 

화선은 유기판을 가위로 잘라 붙여 만들었다. 

유기장 김수영 보유자는 숙명여자대학교 소장의 

조선시대 철제 촛대의 조형을 참고해 재료만 

달리해서 제작하였다. 

높이 90cm, 바닥 지름 22cm, 폭 24cm  |  유기  |  2010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김수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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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죽선은 얇게 깎은 겉대를 맞붙여서 살을 만들고 종이나 헝겊을 발라서 

만든 접는 부채를 말한다. 부채는 본래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쫓는 것이지만, 

산수화나 사군자 등을 그려 넣어 장식적인 요소를 지니기도 한다. 이 부채는 

문양이 없는 백선白扇으로 안쪽의 부채살에는 박쥐문蝙蝠文을 낙죽烙竹으로 

새겼다. 합죽선 양쪽의 두꺼운 대살을 변죽邊竹 또는 갓대라고 부르는데, 살과 

종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지녔다. 변죽에도 매화문梅花文을 새겨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71

합죽선
合竹扇 
Bamboo Folding Fan

너비 74cm, 높이 30cm, 접은 폭 7cm
대나무, 한지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보유자 김동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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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철은 풍수가風水家나 지관地官들이 방위를 헤아릴 때 사용한 기구를 말한다. 

패철을 만들 때에는 물가에서 자란 이삼백년 된 단단하면서도 가공하기 쉬운 

대추나무나 회양목을 쓴다. 가운데에 지남침을 고정하고 가장자리에 원형으로 

돌아가며 방위·음양·오행·팔괘·십간·십이지를 모두 표시하였다. 선추패철은 

부채 끝에 매달아 방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장식의 기능을 겸하게 하였다.

72

선추패철
扇錘佩鐵
Compass Pendant for Fan 

길이 19.5cm, 폭 4.5cm
나무, 지남침, 명주실  |  2000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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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는 오동나무로 만들고 대통과 물부리는 은과 오동으로 만든 담뱃대이다. 

은판과 오동판에 매화, 솔잎, 구름 등의 무늬를 넣어 장식하였다. 조선시대

에는 담뱃대가 양반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의 역할을 하였기에 상류층

일수록 길이를 길게 하였다. 

73

오동상감송학죽
烏銅象嵌松鶴竹 
Paulownia-wood Tobacco Pipe with Inlaid Design

길이 78cm, 폭 4cm  |  오동나무, 은, 오동, 백동  |  2011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제작 

117



목가구나 건축물에 붙여서 결합부분을 보강하

거나 꾸미기 위한 금속제 장식을 장석裝錫이라고 

한다. 장석만으로는 하나의 완성품이 되지 못하

지만 전통 가구를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

을 담당한다. 

반닫이라는 이름은 상판이나 앞판의 절반 정도를 

여닫을 수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 과거 왕실용 

반닫이는 강화에서 주로 제작하였고, 구조가 특이

하고 정교하여 반닫이 중에서도 화려하고 비쌌다.

74

강화반닫이 두석장식
Ganghwa Chest with Metal Fittings

세로 80cm, 가로 100cm  |  무쇠  |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보유자 박문열 제작

118



119



흑감나무를 무늬목으로 하고 나비모양 백동장석을 부착해 만든 이층장이다. 

감나무는 재질이 연하고 치밀하며 눈이 없어 고급 가구 재료로 쓰이는데, 

특히 흑감나무(먹감나무)는 가구의 문양을 만들 때 으뜸으로 친다. 무늬목인 

흑감나무 이외에 재질이 강하면서 가벼운 오동나무로 옆널과 뒷널을 댔으며, 

뼈대는 단단한 배나무로 만들었다. 두석장 김극천 보유자가 제작한 나비모양 

백동장석은 대대로 통영의 대표적인 명물로 손꼽혔으며, 가구의 부속품이지만 

전통가구의 기능과 조형미를 완성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75

장석을 부착한 이층장
黑柹白銅裝錫二層欌 
Two-story Chest with Metal Fittings 

세로 40cm, 가로 73cm, 높이 117cm
나무, 백동  |  2016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보유자 김극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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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천판에 12각의 판각이 달린 상이다. 판각에 만자문卍字文, 수자문壽字文, 

영지문靈芝文을 투각했으며, 그 아래쪽에 안상을 투각하였다. 빛의 각도에 따라 

오묘한 빛깔을 띠는 봉황 나전무늬에 강렬한 주칠을 올려 화려하게 장식

하였다.

76

투각원반
透刻圓盤
Round Table with 
Openwork Decoration

가로 73cm, 높이 31cm  |  나무, 자개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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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음질 기법으로 나전을 오려 붙이고 화려한 색깔의 옻칠을 올려 장식한 

함이다. 줄음질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전통기법으로 나전칠기의 문양을 

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화각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홍, 녹, 황의 화려한 

색채표현이 특징인 작품이다. 백동으로 함의 테두리를 둘러 나전함의 손상을 

방지하였다. 장석은 함의 크기에 따라 비례를 따져 주문·제작해 부착한다. 

77

나전칠기보상화·당초무늬함
螺鈿漆器寶想花唐草文函 
Lacquered Box with Inlaid Mother-of-pearl 
Medallion Flower and Scroll Designs

세로 30.5cm, 가로 48cm, 높이 23.5cm
목재, 옻, 안료, 백동  |  2016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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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개를 무늬대로 오려내는 줄음질 기법으로 무궁화와 당초무늬를 장식하고 

붉은색으로 칠한 함이다. 바탕은 주칠과 흑칠을 번갈아 가며 작업하였다. 

나전은 칠을 두껍게 올린 평탈기법平脫技法으로 시문하고, 옻칠을 한 장석을 

부착해 마무리 한다. 무늬 도안은 스승인 故 김봉룡 보유자의 도안을 참고

하였다. 

78

나전주칠무궁화·당초무늬함
螺鈿朱漆無窮花唐草文函
Red Lacquered Box with Inlaid Mother-of-pearl 
Hibiscus Syriacus and Scroll Design 

세로 27cm, 가로 54.6cm, 높이 26cm
목재, 옻, 안료, 자개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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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 만드는 과정
Process of Making Mother-of-pearl Inlaid Lacquerware 

① 백골白骨 제작

② 베 바른 면 눈 메우기
생옻칠을 입히고 건조시킨 후 백골 전체에 베를 발라 
기물을 견고하게 만든다.

③ 2차 토회칠土灰漆
토분土粉과 생옻칠의 혼합물인 토회칠을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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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개 장식
줄음질 기법으로 자개를 오려붙이고 칠을 올려 
완성한다.

④ 면 고르기
토회칠 바른 면을 연마용 돌로 물을 주어가며 
갈아 맞춘다.

⑤ 중칠하기
흑칠에 소나무 줄기에서 얻은 식물성 기름인 테레
빈유(turpentine)를 희석시켜 두 차례 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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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 문양을 내는 방법 중의 하나인 줄음질로 매화꽃을 붙여 만든 나전

칠기함이다. 자개를 실톱으로 정교하게 오려 기물 표면에 붙이는데, 꽃의 

막힌 문양은 돌려서 뚫는 송곳인 활비비로 줄음질하였다. 전통방식의 대칭문

對稱文이 아닌 여백이 돋보이는 문양으로 구성하였다. 나전으로 만든 매화꽃은 

검은빛의 옻칠 바탕과 대비되어 아름다운 청록색과 붉은색의 화려한 색채를 

뿜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79

나전칠기매화문함
螺鈿漆器梅花文函 
Lacquered Box with Inlaid Mother-of-pearl 
Plum Blossom Design

세로 36cm, 가로 26cm, 높이 6cm
백골, 옻, 안료, 자개  |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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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뿔牛角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화각華角을 붙여 장식한 보석함이다. 

화각판 뒷면에 문양을 그리고 안료로 채색해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화각 공예품에 베풀어진 무늬나 그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

했던 십장생을 비롯한 종교적 무늬, 민화에 등장하는 각종 동·식물 그림 등이 

혼합된 정형화된 수법으로 표현되었다. 화려한 색채로 인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장식성 높은 실용 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80

화각보석함
華角寶石函 
Jewelry Box with OX-horn Ornament

세로 15cm, 가로 24cm, 높이 15cm
백골, 쇠뿔, 안료, 옻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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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각함 만드는 과정
Process of Making OX-horn Box 

① 속뼈를 제거한 뿔 
중불에 4~5시간 삶은 후 집게로 속뼈를 잡아 꺼낸 후 응달에서 사흘간 건조
시킨다.

④ 제단한 쇠뿔 가공하기
톱으로 잘라낸 후 사포기로 양면을 연마하여 0.4~0.5㎜ 두께로 갈아낸다.

② 꼭지 자른 뿔
뿔을 펼치기 좋게 검은 심대가 박혀있는 뿔 끝을 제거한다.

⑤ 각지角紙 
그림 그리기 좋게 빙초산 희석용액에 담가 얼룩을 뺀다. 사포로 갈아 
0.25~0.3㎜ 두께의 반투명한 각지로 만든다.

③ 쇠뿔 펴기
세로 방향으로 가른 후 압착기에 넣어 편평하게 편다.

⑥ 밑그림을 그린 각지
밑그림 위에 각지를 맞춰 덮은 후 밑바탕 무늬를 먹선으로 옮겨 베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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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채색한 각지
화각 무늬는 반투명한 각지의 뒷면에 비쳐 보이도록 하는 복채법伏彩法으로 그린다. 보통 그림 그리는 순서와 반대로 그려 나간다. 

⑧ 바탕색 칠한 각지
작은 무늬부터 채색하고 배경색을 맨 나중에 덮어 칠해 완성한다.

⑨ 계선 만들기
소의 사골을 삶고 납작한 쇠뼈판骨板으로 켜낸 다음 잿물 희석용액으로 표백
한다. 쇠뼈판을 실톱으로 3㎜ 간격으로 자른다. 계선은 화각지를 연속해 기
물에 붙일 때 경계선 역할을 한다.

⑩ 기물에 화각지를 붙인 상태

앞면

앞면

뒷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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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Traditional Designs

전통 장식 
문양의 종류



Use of a variety of decorative design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Korean traditional craft. Different kinds of design used for traditional 

crafted objects functioned as ornamentation to enhance the aesthetic 

appearance of the objects, but also to represent wishes for wealth and honor 

to lead a happy life. In earlier times, decorative designs were also used as a 

means of displaying one’s social status and rank, as in the case of the dragon 

design used on the royal robe (gollongpo) worn by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Traditional designs can be classified by themes such as animals, botanical 

motifs, human figures, geometric motifs, auspicious objects, character-

shaped motifs, and so forth. Animal motifs include not only auspicious 

animals such as cranes, tigers, and bats, but also mythical animals such 

as dragon and bonghwang. Botanical motifs are varied and include lotus, 

plum blossom, chrysanthemum, peach, and the fingered citron (known as 

Buddha’s hand). These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ir symbolic meanings, 

assigned to each motif, rather than based on their physical beauty.

Human figure motifs include the boys and immortals (sinseon) design. 

Fretted design and the yin-yang (taegeuk) design are typical geometric 

motifs. Auspicious object motifs are made by combining themes signifying 

auspiciousness and great happiness. The seven treasures (chilbo) design 

frequently used for traditional textile works may be seen as representing 

these type of motifs. Character-shaped motifs consist of designs of symbolic 

characters that represent realistic and important wishes for longevity (su, 

壽), good fortune (bok, 福), health (gang, 康), preciousness (gui, 貴), and 

happiness (hui, 喜).

우리 전통 공예품에서 문양은 중요한 장식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 공예품의 

문양은 일차적으로 물건의 외양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을 했을 뿐 아니라, 

부귀영화와 같이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는 표상이기도 했다. 또한 전통 시대

에는 문양이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조선시대 국왕의 

옷인 곤룡포에 사용된 용무늬가 대표적이다.   

전통 장식 문양은 소재에 따라 동물문, 식물문, 인물문, 기하문幾何文, 물상문物像文, 

문자문文字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물문은 학·호랑이·박쥐와 같은 현실의 

동물뿐 아니라 용·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까지 포함하며, 식물문은 연꽃·매화·

국화·복숭아·불수감佛手柑 등 매우 다양한데 각각의 외적인 아름다움 여부

보다는 각 소재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물문에는 동자문童子文과 신선문神仙文이 있으며 기하문은 뇌문雷文과 태극문

太極文이 대표적이다. 물상문은 길상吉祥과 다복多福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조합

하여 만든 것으로 전통 직물에 많이 보이는 칠보문七寶文이 대표적이다. 문자문은 

‘수壽’, ‘복福’, ‘강康’, ‘녕寧’, ‘부富’, ‘귀貴’, ‘희喜’와 같이 현실적 바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문자들로 구성된 문양이다.



전통 장식 문양의 종류

원앙

무늬

학

무늬

원앙은 수컷인 원鴛과 암컷인 앙鴦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한 쌍의 원앙은 어느 한

쪽을 잃더라도 새로운 짝을 얻지 않는다고 하여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을 상징한

다. 원앙이 연꽃이나 연밥과 함께 표현된 문양은 연달아 귀한 아들을 낳는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학은 현실에 존재하는 새지만, 옛 사람들은 매우 신비스럽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

였다. 선비의 청정하고 고고한 기상을 뜻하는 상서로운 새로 여겨졌으며, 십장생十長

生의 하나로 장수長壽를 상징하기도 한다.

자수방석의 원앙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자수방석의 원앙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자수방석의 학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자수방석의 학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금박수자문 귀주머니의 학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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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협(1655~1691) 묘 출토 저고리의 학과 과실무늬
(조선 17세기 후반,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수방석의 박쥐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양각박쥐문능화판의 박쥐와 만자무늬(조선 후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당의의 학무늬(조선 19세기 후반,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단청의 박쥐무늬(단청장 이수자 김석곤 제작)

양각박쥐문능화판의 박쥐무늬(조선 후기,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양각장생문베갯모의 학과 대나무무늬(조선 19세기,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금박수자문 귀주머니의 박쥐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투각박쥐문전골반의 박쥐무늬(조선 19세기, 고려
대학교 박물관 소장)

박쥐

무늬

박쥐는 한자로 ‘편복蝙蝠’이라 하는데, ‘편복’의 ‘복’이 행복을 뜻하는 한자 ‘복福’과 소

리가 같아 박쥐를 행복의 상징으로 여겼다. 박쥐 두 마리를 그린 무늬는 쌍복을 의

미하고 박쥐 다섯 마리를 그린 무늬는 오복五福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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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비취·밀화박쥐삼작노리개의 박쥐무늬(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 노리개)

영친왕비(1901~1989) 원삼 안감의 박쥐무늬
(20세기 전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죽제십장생문필통의 거북무늬(조선, 부산박물관 소장)나전귀어문일주반의 거북무늬(조선 19세기,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영친왕비(1901~1989) 홑치마의 박쥐·구름무늬
(20세기 전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수혜의 거북무늬(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 수혜)

거북 
무늬

거북은 예로부터 나라 안에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상상의 동물인 용, 

기린, 봉황과 함께 ‘신령스러운 짐승’을 뜻하는 ‘사령四靈’으로 일컬어졌다. 다른 동물

보다 수명이 길어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무늬의 하나로 등장한다. 무늬로 등장

하는 거북은 입으로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신령한 동

물 또는 상서로운 징후를 상징한다.

영친왕비(1901~1989) 홑치마의 박쥐무늬(20세기 
전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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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십장생문노리개의 사슴무늬(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소장)죽제십장생문필통의 사슴무늬(조선,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청화장생문병의 십장생무늬(조선 19세기 전반, 호림박물관 소장)양각장생문베갯모의 사슴무늬(조선 19세기, 숙명
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수혜의 사슴무늬(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 수혜)

사슴 
무늬

사슴은 미려한 외형과 온순한 성격을 가진 동물로 신선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다. 사슴을 복록福祿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슴을 뜻하

는 한자 ‘녹鹿’이 복을 뜻하는 한자 ‘녹祿’과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장수를 상

징하여 십장생 무늬 중 하나로 등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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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

무늬

이른 봄의 매서운 추위에도 꿋꿋이 피어나는 매화는 사람의 고상한 품격과 지조, 절

개를 상징하였다. 또한 겨울이 되어 잎이 진 뒤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꽃이 피는 속성으로 인해 장수의 상징물로도 여겨졌다. 때로 매화와 대나무를 함께 

그려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매화는 아내를, 대나무는 남편을 상징한다.

토수의 매화와 해당무늬(20세기 전반, 경운박물관 소장)

안동 권씨(1664~1722) 묘 출토 저고리의 매화와 까치무늬(조선 18세기 전반, 경기도박물관 소장)

낙산사 공중사리탑복장(1692) 보자기의 매화와 보배
무늬(조선 17세기 후반, 낙산사 소장)

양각매국문연상의 국화와 매화무늬(19세기 말,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

합죽선의 매화무늬(선자장 보유자 김동식 제작)

나전칠기매화문함의 매화무늬(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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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의 연꽃무늬(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제작)

자수방석의 연꽃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김영란 소장)금박도투락댕기의 연꽃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청자투각연당초문침의 연꽃넝쿨무늬(고려 12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양각연화문경대의 연꽃무늬(조선 후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연안 김씨(1500년대) 묘 출토 단령의 연꽃넝쿨무늬
(조선 16세기, 경기도박물관 소장)

양각연화문경대의 연꽃무늬(조선 후기, 덕성여자
대학교 박물관 소장)

남양주 수종사 부도 사리장엄구-은제도금사리기의 
연꽃과 넝쿨무늬(보물 제259-3호, 고려 14세기, 불교
중앙박물관 소장)

연꽃

무늬

모든 식물들은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나란히 생겨

나기 때문에 연꽃은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꽃 씨앗

의 강한 생명력 때문에 생명의 창조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연꽃이 물새, 나

비, 물고기 등 연못 주변의 풍경과 함께 그려진 무늬는 행복한 삶과 화목한 부부애

에 대한 소망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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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

무늬

탐스럽게 피어나는 모란은 예로부터 ‘화왕花王’, 즉 꽃 중의 왕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당나라 측천무후 때 장안에 모란이 크게 번성하였다고 하

며, 당나라 이래 모란은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꽃으로 널리 사랑받았다. 

금박도투락댕기의 모란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나전모란당초문상자의 모란넝쿨무늬(조선 17~18
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란백옥관자의 모란무늬(경기도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장기 정씨(1565~1614) 묘 출토 저고리의 모란넝쿨
무늬(조선 17세기 전반,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양각연화문경대의 모란무늬(조선 후기,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안동 김씨 집안 묘 출토 직물의 사군자와 모란무늬
(조선 19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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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매국문연상의 국화무늬(19세기 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밀화국화모양뒤꽂이의 국화무늬(경기도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양각매국문연상의 국화무늬(19세기 말, 서울역사
박물관 소장)

청자상감국화문병의 국화무늬(고려 13세기 전반, 
호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국화문화형잔탁의 국화무늬(고려 13세기, 
호림박물관 소장)

양각매화문주전자의 국화무늬(근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투각국화문해주반의 국화와 나비무늬(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화

무늬

국화를 일컬어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

서도 시들거나 지지 않고 홀로 꼿꼿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화는 높은 지조와 절

개, 고결한 품격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매화, 난초,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일컬어

지며 고상함과 품위를 사용하는 무늬로 널리 애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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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초

무늬

불로초는 버섯의 일종인 영지靈芝를 가리킨다. 그 형상이 상서로운 구름 모양을 닮

아 특별하게 여겨졌다. 영지를 먹으면 늙지 않고 장생長生한다고 믿었으며, 사슴·거

북 등 장수를 상징하는 다른 무늬들과 함께 십장생 무늬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수혜의 불로초무늬(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 수혜)

석류

무늬

석류는 붉은 주머니 작은 씨앗들이 빈틈없이 들어있어 자손의 번창, 특히 다남多男

을 상징하였다. 또한 맛이 시어서 임산부들의 입맛을 돋우었기에 아들 생산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고도 한다. 석류가 불로초와 함께 그려질 때에는 ‘백자장생

百子長生’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전어문반의 석류무늬(조선 18~19세기, 일본 야마토
문화관 소장)

자수부금 활옷의 석류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김영란 소장)

양각석류문능화판의 석류·불수감무늬(조선 후기,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금박도투락댕기의 석류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양천 허씨(1566~1626) 이불의 석류무늬(조선 17세기 
전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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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어문반의 불수감무늬(조선 18~19세기, 일본 
야마토문화관 소장)

금박수자문귀주머니의 복숭아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자수부금 활옷의 불수감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김영란 소장)

양천 허씨(1566~1626) 이불의 복숭아무늬(조선 17
세기 전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복숭아

무늬

복숭아는 장수를 상징하는데, 도교의 신선인 서왕모가 가꾸는 천도天桃를 동방삭

東方朔이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석류, 불수감佛手柑과 함께 

‘삼다三多’를 상징하는 무늬로 애용되었는데, ‘삼다’는 전통 시대에 최대의 행복으로 

여겼던 장수, 다남, 복을 말한다.

불수감

무늬

불수감은 감귤류에 속하는 과일로 중국에서는 남쪽의 광동 지방에서 많이 생산

되며 북방 사람들에게는 매우 보기 드문 진귀한 과일이다. 겨울에 선황색으로 열

매를 맺으며 열매 모양이 부처의 손 모양과 닮았다 하여 ‘불수감佛手柑’이라 불리게 

되었다. ‘불수’의 ‘불’이 ‘복福’과 발음이 유사하여 복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양각석류문능화판의 석류·불수감무늬(조선 후기,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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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자

무늬

만卍은 만상이 원만하게 널리 퍼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문자이다. 만자 무늬는 

고대 인도를 비롯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의 장식미술에서 사용되었다. 

중국 당나라 때에 불교의 길상상吉祥相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卍모양의 글자

를 만들어 정식 문자로 채택하고 ‘만萬’자로 읽게 하였다. 이후 만자 무늬는 불교와 

관련된 각종 기구 및 사찰 장식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조형물에 널리 시문되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벽면 장식·창호, 각종 문방구류, 가구 장식 등에 만

자문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만자귀갑문발의 만자무늬(염장 보유자 조대용 제작)

주흑칠여의두문감실의 만자무늬(조선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화반닫이 두석장식의 만자무늬(두석장 보유자 
박문열 제작)

투각만자문해주반의 만자무늬(조선,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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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

무늬

‘수복壽福’ 무늬는 글자의 형태를 그대로 취한 무늬로, 글자의 뜻과 같이 오래 살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복식, 건축, 공예, 민화 등에서 다양하게 나

타나는 수복 무늬는 한자의 구성이 주는 조형성과 사전적 의미가 가지는 문자의 

상징적 의미로 독특한 형태의 문양으로 발전하였다. 원래의 문자에서 다양하게 회

전, 생략, 반복 등을 통해 변형된 수복 무늬의 도안은 원래 문자 구성에서 벗어나 

문자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영친왕비(1901~1989) 원삼 안감의 수자무늬(20세기 
전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수복대발의 수복무늬(염장 보유자 조대용 제작)

안동 김씨 집안 묘 출토 직물의 수자와 둥근꽃무늬
(조선 19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투각수복자문해주반의 복자무늬(조선 후기, 덕성여자
대학교 박물관 소장)

나전수자문문갑의 수자무늬(조선 19~20세기 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투각수복자문해주반의 수자무늬(조선 후기, 덕성여자
대학교 박물관 소장)

왕손 조끼의 수자와 호리병박무늬(20세기 전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1901~1989) 당의의 수복자와 길상식물
(20세기 전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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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무늬

대표적인 상상의 동물인 용은 신통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다양한 상징성을 보

인다. 용은 왕을 상징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의 화신으로 여겨졌으며, 비를 내

리게 하는 수신水神, 바다의 풍어를 주관하는 용왕,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신으로도 

여겨졌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각종 물품에 용을 주된 무늬로 사용하였는데 왕의 

어좌御座와, 의상 및 장신구 등의 용 무늬가 대표적이다.  

칠화운룡문어좌의 용과 구름무늬(조선 후기,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용문암막새의 용무늬(제와장 전수교육조교 김창대 
제작)

백옥운룡문향갑의 용무늬(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소장)

용비녀의 용무늬(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

단청문양의 용무늬(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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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

무늬

상상의 새인 봉황鳳凰은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로서 뱀 목에 

물고기 꼬리, 황새 이마에 원앙새 수염, 제비 턱에 닭 부리, 사람 눈에 올빼미의 귀, 

두루미 발에 매 발톱, 용무늬에 거북의 몸체를 지닌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봉

황의 봉鳳은 수컷을, 황凰은 암컷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봉황은 숭고함, 훌륭한 인

물,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군왕君王을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왕의 상징

인 용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왕비를 상징하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대통령의 문장

紋章이나, 상장, 상패, 휘장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투각원반의 봉황무늬(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단청의 봉황무늬(단청장 이수자 김석곤 제작)자수부금 활옷의 봉황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김영란 소장)

은제도금선조당초문합의 봉황무늬(고려 11~13세기, 
호암미술관 소장)

봉황비녀의 봉황무늬(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

영친왕비(1901~1989) 원삼의 봉황과 구름무늬
(20세기 전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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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 공중사리탑(1692) 복장 보자기의 봉황무늬
(조선 17세기 후반, 낙산사 소장)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의 범자와 봉황무늬( 보물 제334호, 고려 13세기,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박도투락댕기의 봉황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봉황문수막새의 봉황무늬(제와장 전수교육조교 
김창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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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무늬

두 명의 남자아이가 손을 앞에 모으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동자 무늬는 

다남多男을 상징하며 어린이옷에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궁중 여성이 예복으로 입었

던 스란치마의 무늬로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포도 무늬와 함께 이용되기도 하였으

며, 댕기와 원삼, 노리개의 장식 무늬로도 이용되었다. 

금박도투락댕기의 동자무늬(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자수부금 활옷의 물고기무늬(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김영란 소장)

물고기

무늬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는 동물 중 하나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였다. 또한 금슬 좋

은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였는데,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반려가 됨을 상징하는 쌍

어雙魚 무늬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눈을 뜨고 

있는 생태적 특징 때문에 물고기가 항상 그릇된 것을 경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곡식을 보관하는 뒤주 등에 물고기 모양의 자물쇠를 달아 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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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논 고



전통 목가구木家具의 미감美感과 형식   
김희수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관

한국 전통건축의 장식
김우웅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부소장



전통 목가구木家具의 
미감美感과 형식

1. 전통 목가구를 보는 눈

백부님은 석재를 다루는 한국의 1세대 조각가셨다.1 연희조형관 작업실에서 

백부님과의 만남이 떠오른다.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돌연 질문을 하나를 

던지셨다. “한국, 중국, 일본에 궁궐을 감싸고 있는 성곽에 대문들이 있지, 나라마

다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느냐?”라는 막연한 질문이었다. 그 당시 공예디자인을 전

공하며 대학원을 다녔던 필자로서는 갑작스런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잠시 후 백부

님은 펜을 꺼내들어 크로키(Croquis)로 재빠르게 3개의 대문을 그려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 개의 대문의 차이점은 바로 ‘선’의 흐름이란다. 중국의 

대문은 권위적이며 웅장한 선의 흐름에……. 이러한 선의 차이는 한·중·일 삼국의 

김희수*

1. 전통 목가구를 보는 눈

2. 전통 목가구의 종류와 특징

 1) 장欌

 2) 농籠

 3) 반닫이

3. 결어

*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회 문화재 전문위원. 

1 김영중金泳仲(1926-2005), 전남 장성 
출신 1세대 원로 조각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미술저작권협회 회장 등 역임. 1995년 광주 비엔
날레 창설, 건축비 1% 미술 장식품 구입 의무화 
법안 신설. 독립 기념관 상징물인 ‘강인한 한국인
상’ 등 환경조형물 다수 창작.

도판 1    독일인 헤르만 잔더(Hermann G.T. Sander, 1868~1945)가 기록했던 100년 전 
광화문 앞 전경(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판 2  2010년 복원된 광화문 모습(사진 서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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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미』, 이종석, 열화당, 1986.

3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1889-1961) 
미술평론가. 『조선과 그 예술』, 『종교와 그 진리』, 
『차와 미』 등 다수.

가옥이나 생활용품, 관상용품 등 다양한 생활문화 전반에 그 나라만의 미감으로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현재 박물관 큐레이터로 근무하면서 20여 년이 지

난 지금, 그 당시 대화가 머리를 스쳐지나간다. 

선이라는 것은 점, 면과 함께 조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 물건을 부드럽

게 때로는 차갑게 보이게 만든다. 우리 전통 목가구도 형태를 이루는 선이 대부분 

직선이지만 어디선지 모를 부드러움과 정갈함이 우러나온다. 오랜 역사와 함께 이

어 내려온 사상과 생활풍습 그리고 일상 속에서 베어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 목가구 미감은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하여 순수하고 겸허한 선인

의 모습을 대변해 주듯 간결함을 내포한다. 한옥 처마 선을 연상하게 하는 경상의 

곡선, 조각보의 비례미와 문갑의 전면 형식, 동심사각同心四角 형태로 잔잔하게 드

러나는 사방탁자의 선율은 최소한의 재료와 창의적인 솜씨로 그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책상이나 연상에는 운각雲脚을 새기지 말 것이고 금구金具장식을 피할 것이며, 

주황칠朱黃漆은 아예 하지 말라, 질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라, 문목紋木으로 

만들어 고담하게 하라, 문갑에도 유난스레 기화奇花를 새기지 말며 차라리 조

촐할수록 좋은 것이다. 서가에 잡서雜書를 꽂아두지 말며, 책을 기둥처럼 쌓아

올려도 속기가 난다.2 

조선시대 선비의 생활용품과 목가구를 보는 눈에는 그 당시 생활 철학과 미

감이 담겨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3는 한국의 공예를 일컫어 인위적이지 않은 가공, 

도판 3  담백한 멋을 주는 한옥의 창호, 경상북도 영덕 인량마을 충효당
 (사진 김영광)

도판 4  한옥 창호의 미감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찬장의 전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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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無作爲의 미감’이라고 정의했고, 고유섭4은 ‘무기교無技巧의 기교’라고 이야기 

했다. 국내외 선학들이 이야기했던 우리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전통 목가구

인 장과 농, 반닫이 등에서도 담담하고, 세련되지 않지만 무언가 깊이가 있는 우리

만의 절대 미감으로 나타난다. 한국 전통 목가구는 한옥과 함께 그 명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옥의 이해 없이는 목가구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 한옥의 

처마선, 창호의 선과 면의 비례 등 조형적인 요소가 그대로 전통 목가구의 전면구

조, 장식, 색감 등에 반영된다. 

전통 목가구의 미감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해야할 항목

들이 있다. 목가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 사용 위치, 품목, 제작기법 등

의 정보에 대한 파악이다. 유교사상이 근간을 이루었던 조선시대 남성 공간인 사

랑방의 가구는 장식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단순한 색조로 제작된 서안이나 문갑, 

책장 등을 놓아 선비의 청렴함과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여 격조와 품위를 유지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다. 반면 여성들의 공간인 안방은 곱고 따뜻한 색과 화

려한 의장意匠의 다양성이 돋보이는 옷장이나 농을 놓아 한층 장식성을 더했다. 다

용도 가구인 반닫이는 무거운 목재문판이 아래로 여닫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장석을 두툼한 무쇠로 달았다. 그럼에도 투박한 금속장석

이 목재와 어울려 담담한 맛을 더했다. 쌀이나 그릇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뒤주나 

찬장은 쌀과 그릇의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단단한 가죽나무, 느티나무 등을 

기둥감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당당한 느낌을 준다. 

전통 시대 목가구의 제작은 의뢰인이 솜씨 좋은 소목小木을 섭외하여 집으로 

들여 필요한 가구의 품목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목에게 재료, 음식, 잠

자리 등 일체를 제공하고 주문자의 집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소목은 가구의 제작

에 앞서 가구가 들어갈 공간, 방의 크기, 사용자 취향과 요구에 따라 가구의 형태, 

크기, 장식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제작에 임했다. 주문자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모

든 작업이 종료되면 제작비를 돈이나 혹은 쌀, 곡식으로 대신했다. 지금으로 따지

자면 맞춤형 주문가구인 것이다. 

전통 목가구의 형태나 장식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이다. 소목의 기량과 솜씨도 중요했지만 가

구의 격조와 품위를 한층 높이는 데 가구제작을 의뢰한 주문자의 안목 또한 중요

했다. 소목의 솜씨와 사용자의 안목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미감을 

발산하는 명품 가구가 탄생했다.

4 고유섭高裕燮(1900~1944), 미술사학가. 
경성대학 연구실의 조수, 개성박물관장, 연희전
문·이화여전 교수 역임. 저서 『조선미술사논총』, 
『고려청자』, 『한국미술사급미술논고』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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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목가구의 종류와 특징

1) 장欌

장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도 옆 널(울타리)이 길게 한 

개의 판板으로 된 것’을 말한다. 즉 널과 기둥 또는 널과 널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층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제작된 가구를 말한다. 장은 우리 고유의 용어

이며 한자로는 수궤竪櫃5, 즉 세우는 궤라고 표기한다. 단어의 의미로 보듯이 장은 

궤의 발전된 형태로 양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은 궤를 기본구조로 

형태가 시작되어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문의 개폐방법이 상·하로 여닫이는 구조에

서 좌·우 여닫이로 위치가 변화되어 사용자의 용도와 보관물의 규모에 따라 이층

장 또는 삼층장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조와 개폐방식의 변화, 수납물의 

양의 증가로 궤의 단순한 전면형식이 기둥, 쇠목, 동자에 의해 분할된 머름칸, 쥐벽

칸, 문판 등의 제작방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후대에 들어 사

용자의 용도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변화양식을 보여준다. 일반 서민계층의 경우 장

의 기능을 대신했던 수납가구는 반닫이가 고작이었다. 장은 용도, 규모, 장식미 등 

구조와 형태를 이루는 모든 요소가 사용될 집의 규모와 경제력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이는 장을 사용한 계층이 주로 경제력이 있었던 양반계층이며 사용될 장

의 종류와 수량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장의 제작은 주로 소목장을 집으로 

들여 작업을 지시하여 제작하게 하였고, 소요되는 목재, 철물 등의 부자재는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현금이나 곡식으로 작업비용을 지불하였다.

혼수용으로 사용되었던 가구의 종류도 장, 농 등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그중

에서도 장은 제작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놓일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 한계성 

때문에 사용계층이 일정한 층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인 

19세기 이후 왕권이 붕괴되며 경제력을 지닌 상인계층의 등장으로 장은 일반인에

게까지 전파·보급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장의 의장은 이전 시기의 의장보다 더

욱 화려해지고 자개, 목재의 상감, 흑칠, 주칠 등 마감칠 등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

이 사용되어 화려해지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구조나 기능적인 면은 이전 시기의 것

보다 허술해지고 문양이나 장식 등도 조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제작기법에서도 목

재의 연결을 일부 생략한 ‘헛동자’의 기법이 나타났다.6 형태적인 면에서도 반닫이

장이나 문판에 거울이 달리는 양식장의 형태가 도입되었고 금속장식의 경우 백동 

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개량된 목공구에 의한 제작기술의 개선으로 여

러 가지 상감기법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충무나 통영 지역에서는 세공기술을 바

탕으로 목재를 얇게 켜서 전면부위의 알판이나 쥐벽칸, 머름칸에 뇌문 등을 상감

5 장의 발생이나 기원에 관한 구체적인 
문헌 기록은 없으나 1775년(영조 51)에 간행된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김홍철金弘喆)에 ‘수궤竪櫃
장’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6 헛동자는 구조와 제작기법 상 쇠목과 동
자의 짜임기법을 부분적으로 생략하고 겉에서 보
이는 모양새만 갖춘 기법을 말한다. 제작시간을 단
축하기 위해 작업 공정을 단순화한 제작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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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식한 형태의 장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법도 19세기 말부터 성

행하기 시작하였다.  

장의 종류는 사용자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형식으로 분류

되었다. 옷의 보관, 책의 보관, 문방구류의 보관, 그릇같은 부엌용품의 보관 등 여러 

가지 용품의 보관기능에 따라 형식과 형태가 결정되었다.7

옷장은 옷가지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가구이며, 주로 안방에서 여성들

이 사용하였다. 집안의 규모에 따라 이층장, 삼층장 등으로 크기의 변화를 보이며 

보관물의 양에 따라 2~3개를 함께 놓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장은 보관물의 양에 

따라 문판하부의 머름칸의 층수가 늘어나며 크게는 전체 층수에 영향을 주어 이

층, 삼층으로 변화양상을 보인다. 층별로 보관된 내용물을 보면 이층장의 경우 일

층에는 철이 지나 입지 않는 옷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이층은 제철에 주로 

입는 평상복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천판 밑에 서랍을 두어 각종 액세서리

를 보관하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의걸이장은 장의 내부에 횃대가 있어 관모나 의관을 걸어 보관할 수 있도

록 제작된 장으로 옷장이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의걸이장은 주로 남성의 의복

을 보관했다. 현대의 양복장과 비슷한데 형태는 주로 일층, 이층 등으로 구성된 경

우가 많다. 이층 의걸이장인 경우 일층은 여닫이나 미닫이 구조로 신발·관모 등을 

보관하였고, 이층은 횃대가 있는 여닫이로 의관을 걸어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 문판은 통문과 살문이 있는데 통문은 문변자와 알판이 조합된 형태를 말하며 

살문은 한옥의 미닫이문과 같이 각재의 살이 조합된 구조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살문은 대개 ‘아亞’자나 격자형태가 반복되는 구조로 제작되며 문판의 뒷면에 한지

7 『민속유물이해-목가구』, 김희수·김삼기, 
대원사, 2003.

도판 5  전면의 공간감과 자연스러운 목리가 어우러진 문갑(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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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단을 발라 곤충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살문의 형태는 구조

자체로 조형미를 부여한다.

책장은 남성들이 주로 머물렀던 사랑방에 놓고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책

을 넣어 두는 용도로 사용된 가구이다. 책의 양에 따라 이층, 삼층 등의 층수의 변

화를 보인다. 옷장에 비해 문판 밑의 머름칸의 층수가 적고 문판 하부의 머름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보관된 책을 넣고 꺼내는 데 편리하게 기능을 보완한 것으

로 보인다. 간혹 문판 뒷면에 보관된 도서명이나 책의 수량 등을 써넣어 보관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도 있다.  

반닫이장은 여러 가지 용구를 보관하며 사용했던 장으로 주로 옷가지와 생

활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옷장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형태상으

로 하부가 반닫이의 구조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주로 전라북도나 충청도 지역에

서 사용했던 형식으로 ‘전주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용대상은 주로 

여성이었으며 다용도로 사용했던 수납가구이다.

찬장은 식기나 음식물을 넣어두는 수납가구이다.8 찬방饌房 

혹은 대청에 두어 일용식기 외에도 각종 반상기를 넣게 되는데, 

많은 양의 그릇이나 음식물을 쌓아 두고 사용했으므로 그 무게

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굵은 기둥과 두꺼운 판재 등이 사용

되었다. 튼튼한 짜임새가 요구되므로 굵은 소나무 골재에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 참죽나무를 이용하였고 장석은 견고한 무쇠장식

을 달았다. 다른 가구에 비해 형태 매우 육중하고 둔한 맛이 있

다. 찬장은 이층, 삼층이 대부분으로 전면이 같은 판재로 구성된 

것과 문판에 한지나 천을 발라 통풍을 막고 곤충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된 것이 있다. 보관물의 양에 따라 그 형태

와 크기가 다양하며 대형 찬장은 부엌이나 대청에 놓여 음식이

나 곡물, 잡다한 그릇 등을 손쉽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반

면 소형으로 제작된 찬장은 부뚜막 위나 찬마루에 놓고 사용하

기도 하였다. 

문갑장은 사랑방이나 안방에서 문방구류, 문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용품의 수납과 사방탁자의 기능과 같이 선반 위에 도

자기나 기물 등을 올려놓고 관상하는 다용도의 수납가구이다. 수

납공간의 구조와 크기도 수납될 용품에 따라 서랍, 선반, 문판 등

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졌고, 단층에서 복층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형태였다. 안방에서 사용되는 여성용 문갑은 꾸밈이 화려하
도판 6  각층의 형태와 비례감이 뛰어나고 안정감을 주는 사층찬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8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찬장’이라
는 명칭 대신 ‘찬주饌寅’라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
어 찬장의 명칭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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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료 자체도 화려한 목재로 제작되는 반면에 사랑방에서 쓰이는 남성용은 검소

하게 제작되었다. 재료로는 소나무·오동나무·배나무·먹감나무 등이 주로 쓰였다. 

특히, 안방용으로는 화류목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개를 정교하게 세공하여 장식

하기도 하였다.

머릿장은 방의 머리맡에 놓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으로 대부분 

단층으로 제작되어 천판에 애완품愛玩品이나 기물을 올려놓기도 하고 내부에는 중

요한 서류를 수장하기도 한다. 사랑방의 것은 몸체가 단층 정방형에 문짝이 있고 

서랍이 천판 밑으로 두세 개가 있는 일반형과 두루마리 개판을 가진 것도 있다. 천

판이 몸체보다 길게 뻗어 양 귀 하단에 귀받침을 부착하여 개판에 힘을 받도록 하

였고 마대는 호족의 다리에 풍혈이 있다. 안방의 것은 마치 내실의 장농을 축소시

킨 형태로 흔히 애기장·버선장이라 불리며 일상용품을 보관하거나 장식품을 올려

놓기도 한다. 

2) 농籠

농은 버들이나 싸리 대나무 등을 엮어 만들어 겉과 속에 종이를 바른 자그

마한 가구로서 그릇 또는 옷 따위를 넣어 두는 데 사용되었다. 농은 원래 죽기竹器

를 의미하였던 것인데 나무나 고리버들로 만든 것을 농이라고 불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의 기록을 보면 “옛날의 폐백에서는 상자와 광주리를 사용

하였는데 지금 고려의 풍속에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 광주리는 백등白藤

으로 짜서 만들며 위에는 뒤섞인 무늬가 있는데, 화목花木과 조수鳥獸의 형상을 하

고 있다. 안은 적황색의 무늬 능직을 대며 큰 것과 작은 것을 합친 것을 한 벌이라 

한다.”9 하여, 당시 상자와 광주리는 용도와 기능상 농과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측

된다. 또한 크고 작은 것을 합하여 한 벌을 이룬다하여 흔히 싸리, 버들, 대나무로 

엮어 만든 고리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농은 장과 달리 각층이 분리되는 형태로 주로 옷가지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

용된 수납가구를 말한다. 본래 상자의 형태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농은 주로 

여성들의 생활공간이었던 안방에 놓이며 옷이나 기타 생활용품을 넣어 보관하였

다. 여러 개의 상자를 위아래로 포개어 놓고 사용하다보니 물건을 넣고 꺼내는 것

이 불편하여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보완, 발전된 형태가 농이라 할 수 있다. 즉 물건

을 넣어두는 상箱과 협篋처럼 위쪽으로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불편을 덜기 위해 개

구부를 전면에 두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농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

과 농의 형태적인 차이는 각 층의 분리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0 

농은 집안 식구들의 옷가지를 보관하는 수납가구였으므로 가족생활과 매우 

9 『고려도경高麗圖經』 권32 기명器皿 3의 
‘농’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다.

10 『민속유물이해-목가구』, 김희수·김삼기, 
대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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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가족의 우환을 막고 부귀와 다남, 장수 등을 기

원하는 주술적 의미의 부적이나 글귀를 종이에 써 농의 여닫이문 안쪽이나 농의 

밑바닥에 부착해 두곤 하였다.

농은 대표적인 혼수품으로 사용계층은 주로 여성이었다. 농은 경제력, 가족관

계에 따른 보관물의 양, 사용자의 취향과 유행에 따라 크기와 모양새가 결정되었다. 

또한 옷을 보관하는 데 각 층마다 차이를 두었다. 이층농인 경우 일층에는 철이 지난 

옷을 보관하였으며, 이층은 평상복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 등을 넣어 일층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았다. 농은 대물림이 그리 흔치 않았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어

머니가 사용하던 가구 일체를 태워 없애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전에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은 안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거나 사용하

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농은 사랑방에서 사용된 남성의 가구에 비해 유행에 민감

했고 또한 중요 혼수품으로서 시대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가구이기도 하였다.

장과 농의 형태적인 구분은 각 층의 분리 유무를 기준

으로 판단한다. 각층을 분리할 수 있게 만든 농은 상자를 포

개어 사용하던 방식을 이어온 측면이 있다. 농은 크게 각층

을 이루는 몸통, 다리, 개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몸통이 아

닌 다리와 개판은 반드시 존재하는 구성요소는 아니다. 그래

서 개판이 없는 농을 흔히 볼 수 있고 더러 다리가 없는 경

우도 있다. 농은 보관물의 양에 따라 이층, 삼층 등으로 규모

의 변화를 보인다. 

농은 제작 방식에 따라 크게 판형板形과 기둥형으로 구

분된다. 판형은 말 그대로 각 부재가 판재로 구성되며 판재끼

리 서로 결구시킨다. 반면 기둥형은 주로 장欌에 나타난다. 즉 

각각 네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판재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기둥형 농은 전면에 나타나는 쇠목과 동

자의 면 분할이 주로 장에서 나타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둥형 농에는 개판의 머름칸을 서랍으로 만들어 기능

성을 추가하였으며 머름칸과 쥐벽칸, 문판 등에 무늬목으로 

표면을 가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판재로 농을 제작하던 방

식에 기둥을 주로 사용하던 장의 제작 방식이 사용 된 것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즉 

판재만으로 농의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무

게를 줄이면서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이용한 
도판 7  옷가지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판형 이층농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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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적절하였을 것이다.

판형 농은 널과 널을 결합하여 제작한 농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농의 전면과 몸통부분을 따로 만들어 결합한다. 몸통은 주먹장사개짜임, 사

개짜임 등으로 상하결속구조를 취한다. 대개 이 형식은 규모가 작은 농에 주로 나

타난다. 목재는 오동나무, 소나무, 피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몸통 전체가 널과 널을 

조합한 형태, 장의 전면형식을 응용한 쇠목과 동자가 조합된 형태, 천판이 개판으

로 제작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널과 널을 조합한 형태의 판형 농의 앞널

은 문판을 제외한 머름칸, 쥐벽칸 등 4개의 판재를 붙여 만든 것이다. 좌우 쥐벽칸

과 상하 머름칸을 붙여 만든 후 표면을 평평하게 가공하여 하나의 판재로 보이도

록 마무리한다. 이때 각 판재끼리의 결합은 혀물림 짜임기법이 주로 이용된다. 이

외에 쇠목과 동자가 조합된 형태와 천판이 개판으로 제작된 형태는 각재와 판재를 

서로 결속하는 방법은 장의 제작기법과 동일하다. 이 방식에는 장부짜임, 연귀짜

임, 혀물림 등의 짜임기법이 주로 이용된다. 이렇게 제작된 농의 경우 천판이나 개

판아래의 머름칸을 서랍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쇠목과 동자 등

의 형태를 취하면서 표면을 판재처럼 평면으로 가공한 경우도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쇠목과 동자의 조합으로 전면을 제작한 것과 얇게 

켠 무늬목을 판재에 오려붙여 시각적 효과만을 낸 유형이 있다. 전자가 후자보다 

선행형태라 할 수 있고 견고성도 높은 편이다. 반면 후자는 같은 형태로 여러 개를 

생산하기 쉬운 이점 때문에 이 방식을 활용했다. 

기둥형 농은 전체적으로 장의 제작 기법과 유사하다. 즉 각층이 분리되는 농

의 형식을 갖추며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각 기둥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는 방식이

다. 전면은 쇠목, 동자, 알판 등을 서로 결속한다. 짜임은 장부짜임, 연귀짜임, 혀물림 

등이 사용된다. 이 형식의 농은 천판이 몸통의 폭보다 크게 제작되어 좌우로 돌출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점은 개판이 없는 일반적인 판형 농과 형태상 구별된다. 기

둥형 농의 천판 역시 각재에 홈을 파고 판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기둥

형 농의 천판은 대개 돌출되므로 단층장과 흡사한 형태지만 돌출형 천판이 있는 

단층농은 거의 없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비례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즉 장과 농

의 각 층은 정방형에 가까우나 단층장의 층고는 가로에 비해 세로의 길이가 상대적

으로 길어 장방형의 형태를 띤다. 때문에 기둥형 농은 2층 이상에서 볼 수 있다.

3) 반닫이

반닫이는 앞면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 면만을 여닫도록 만든 가구이다.11 반

을 여닫으므로 반닫이라 부르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문을 앞쪽으로 열고 닫는다 
11 반닫이는 궤櫃, 반다지, 앞다지, 윗닫이 
등을 모두 일컫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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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앞닫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층에 구애 없이 사용했던 반닫이는 오히려 장, 농

보다 필수적인 혼수용품이었다. 그래서 반닫이는 장, 농과 더불어 집집마다 한두 

개 정도는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가구였다. 특히 장과 농을 마련하기 어

려웠던 사람들은 반닫이로 대신하여 썼다. 반닫이에는 옷가지는 물론 서책, 문서, 

그릇, 제기, 귀중품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다용도였다. 한편 안방과 사

랑방에서 사용하는 반닫이의 경우 귀중품을 내부에 보관하고 위에는 이부자리를 

올려놓기도 했다. 

혼수품으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장인에게 주문·제작하

거나 경제력이 넉넉한 집에서는 장인을 집으로 들여 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솜씨 있는 집에서는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반닫이는 두껍고 폭이 넓은 

판재를 사용하므로 장과 농에 비해 견고하며 작지만 무거운 편이다. 목재는 일반적

으로 구하기 쉽고 가공이 용이한 소나무가 가장 많이 쓰였다. 이밖에 목질이 단단

하고 나뭇결이 아름다운 느티나무, 엄나무, 가래나무, 참죽나무, 먹감나무, 물푸레

나무, 단풍나무 등이 이용되었다.

장석은 무쇠를 단조하여 쓰거나 철판을 오려 쓴 철재 장석이 주류를 이룬다. 

철재 외에 청동, 황동, 백동의 동판을 쓰는 곳은 서울·경기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다. 동 장석은 철재에 비해 소수이며 이 가운데 백동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나타

난다. 반닫이가 장이나 농과 달리 철재 장석이 주류를 이룬 것은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함에서였다. 즉 반닫이는 제기처럼 무거운 내용물을 보관하거나 서책, 귀금속과 

같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견고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두꺼

운 판재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견고한 짜임과 결구보강에 적합한 철재 장

석이 적합하였던 것이다. 장석은 가구 몸체와 문판을 이어주는 경첩, 들어 옮길 때 

쓰는 들쇠, 목재의 접합 부위나 모서리를 보강해 주는 감잡이·귀장식, 장식적 효과

와 기능성을 갖춘 광두정·앞바탕·배꼽장식 등으로 구성된다. 반닫이의 장석은 다

른 가구에 비해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장석을 견고하게 제작하였고 장식적 효과

를 내기 위해 장석 내부를 투각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반닫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평안도 반닫이는 크기가 

크며 장석의 전면을 투각한 특징이 돋보인다. 장석의 전면을 투각한 형태를 두고 

속칭 ‘숭숭이반닫이’로 불리며 박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어 박천 반닫이로도 알

려져 있다. 방형, 원형, 타원형 등의 기하문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장석의 표면

을 투각하였다. 투각이 정교하고 장석의 수가 많고 커서 반닫이의 절반 이상을 덮

고 있다. 큰 규모에 걸맞게 들쇠와 같은 기능성 장석이 견고하게 제작되었다. 목재

로는 피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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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강화도, 개성, 남한산성 등은 반닫이로 이름이 난 지역들이다. 이

들 지역 반닫이는 특징을 하나로 꼬집어 제시하기는 쉽지 않고, 특정지명을 붙이

기 어렵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서 제작 사용된 반닫이의 특징을 지적해 볼 수 있

다. 경기도 반닫이는 굽이 없는 호리병 모양의 경첩과 동·식물 문양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배꼽장식,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동銅을 재료로 제작한 장석이 많이 나

타난다. 반닫이와 장의 기능이 복합된 형태인 분할형이나 복합형의 전면구조로 제

작된 반닫이가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강화 반닫이는 일반적인 

경기도 반닫이와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강화 반닫이만의 무쇠장석을 갖는다. 무

쇠장석은 동일한 형태를 여러 개 사용하며 투각한 ‘만卍’ 자 문양의 장식이 많이 

나타나며 앞바탕의 뻗침대가 천판의 앞쪽 모서리 앞 쪽에 부착되어 있다. 다리는 

마대형의 형식이 주로 나타나며 풍혈은 낮게 제작되어 안정감을 준다.

강원도 반닫이는 일반적으로 전면형식이 액자처럼 문판이 몸통 안으로 들어

가는 액자형의 형식을 취한다. 비교적 높고 크기가 높고 내부에 서랍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반닫이를 장이나 농을 대신하여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장석은 단조한 무쇠 혹은 철판을 사용하였다. 장석의 형식

은 3첩의 경첩과 경첩 밑으로 배꼽장식 3개가 나란히 배열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운데 경첩은 굽과 주둥이가 있는 호리병형태를 취하고 좌우 두 개의 경첩은 제

유형 앞바탕 경첩 배꼽장식 광두정 들쇠 귀장식 감잡이

도판 8  평안도 반닫이 장석의 형태와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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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앞바탕 경첩 배꼽장식 광두정 들쇠 귀장식 감잡이

-

 - - -

도판 9  경기도 반닫이 장석의 형태와 문양

유형 앞바탕 경첩 배꼽장식 광두정 들쇠 귀장식 감잡이

 

도판 10  강원도 반닫이 장석의 형태와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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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초리 형태이다. 경첩의 폭과 길이가 큰 편에 속한다. 앞바탕 역시 제비초리 형태

이며 여백에 별자리를 투각한 점이 돋보인다. 광두정의 외형은 꽃문양이며 볼록하

게 제작하였다. 장석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크기가 크고 전반적으로 투박한 느낌

을 갖는다.

충청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을 꼬집어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전반적

으로 장석의 수가 적은 편이며, 경첩은 약간 넓은 제비초리 형태를 쓴다. 천판이 측

널보다 넓은 반닫이, 책장과 반닫이의 결합형태도 충청도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

다. 전북 지역의 꽃잎 형태 경첩과 문경이나 상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제비초리 형

태의 경첩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충북 지역에서는 전면 형식이 강원도 반닫이에서 

나타나는 액자형 전면형식 구조의 반닫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경상도 지역 내에서 반닫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은 북부에서 예천·상

주·안동·경주 등지이고, 남부해안 지역에서는 밀양·양산·언양·김해·진주·통영·

남해 등지를 꼽는다. 그러나 반닫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 유통된 것이 아니므

유형 앞바탕 경첩 배꼽장식 광두정 들쇠 귀장식 감잡이

-

 - -

도판 11  충청도 반닫이 장석의 형태와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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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경상도 반닫이 장석의 형태와 문양

유형 앞바탕 경첩 배꼽장식 광두정 들쇠 귀장식 감잡이

- -

-

 -

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

역 전체를 일관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반닫이의 높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세로에 비해 가로의 폭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낮게 보인다. 여러 가지 장석에서는 

앞바탕의 하부가 상부보다 완만하게 넓어지며 하부에는 주로 박쥐문양(지역에서

는 매미 형태나 부엉이 형태로도 불린다.)의 화려한 투각문양을 새긴다. 그리고 만

자卍字 혹은 변형 만자문卍字文 투각이 많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판형 감잡이가 

주류를 이룬다. 안동과 경주 등 북부 지역은 장석 장식이 단순화된 인상을 준다. 

경첩과 앞바탕은 제비초리 형태가 많다. 상주 반닫이는 문판이 몸통 안으로 들어

간 형태로 강원도 반닫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충무·통영·진주 지역의 

반닫이는 앞바탕과 경첩에 부엉이 혹은 매미 형태가 나타나며, 앞바탕에 들쇠장식

이 달려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진주 지역의 배꼽장식은 마름모형태의 바탕에 크기

가 크고 장식성이 강한 들쇠형 배꼽장식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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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닫이는 경첩이 4첩이나 2첩으로 달려있고 길이가 길고 크며 투각이 많다. 정교

한 투각과 견고한 무쇠 경첩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앞바탕과 감잡이 등에 

만자문卍字文을 즐겨 쓴다. 남해 반닫이는 경첩 상단에 태극문양이 투조되어 있고 

앞바탕에는 복福 자 문양이 투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라도는 남부 해안 지역, 광주에 인접한 나주·영광·함평·담양 등지, 전주

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고, 남부 해안 지역과 뚜렷이 구분된

다. 남부 해안 지역의 장석은 쌍버선 혹은 실패와 유사한 형태로 상하 대칭이며 크

기가 큰 편이다. 석류형의 독특한 감잡이가 이 지역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남부 

해안 지역은 제주도 지역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형식과 구조가 나타난다. 반면 광

주와 나주 인근 지역과 전주 인근 지역의 반닫이는 장석의 형태를 단순화했고 장

식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부착된 장석의 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기능적인 측면과 절제된 형식이 이 지역 반닫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상화 형

도판 13  전라도 반닫이 장석의 형태와 문양

유형 앞바탕 경첩 배꼽장식 광두정 들쇠 귀장식 감잡이

- -

- -

- - -

 - -

168



태의 앞바탕과 제비초리 형태의 경첩이 특징이며 주로 2첩이 많다. 반닫이의 내부

공간에 서랍과 선반을 두어 수납기능을 분화시킨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랍과 선반이 복합적으로 제작된 문갑형태의 내부 구조도 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

난다. 장성·영광·나주 지역 반닫이의 몸통 결구방식은 상하부는 맞짜임이고 전후

는 주먹장사개짜임이 주로 사용하며 짜임부위의 간격은 촘촘한 것이 특징이다. 나

주 지역에서는 짜맞춤된 부분에 광두정을 부착하여 결구를 한층 더 견고하게 제

작하며 장식적인 요소로도 작용한다.

제주도 반닫이는 전라남도 남부 해안 지역과 유사한 장석 형태를 보인다. 주

로 느티나무를 사용하여 거칠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목재의 표면을 거칠게 가

공하여 자귀나 톱자국이 그대로 표면에 거칠게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바

탕과 경첩을 버선코 모양이나 제비초리 형태로 제작하였다. 경첩의 상부와 감잡이

는 석류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문양을 사용하기도 한다. 감잡이는 일자형태와 석류

형태를 반복적으로 전면의 하부와 측면에 사용한다.

도판 14  제주도 반닫이 장석의 형태와 문양

유형 앞바탕 경첩 광두정 들쇠 귀장식 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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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전통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구는 주거 공간 내에서 주요한 수장기능

과 집안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전통 목가구는 현대 주거환경

의 변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현대적 기능과 미감에 어울리지 않아 수

요가 급격히 줄었고 일반인들은 박물관이나 특별한 공간에서나 볼 수 있는 품목

이 되어 버렸다. 전통 목가구를 연구하는 교육기관이나 전문단체도 소수여서 교육, 

연구, 산업 등의 전반적인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 현재 국가 및 지역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소수의 소목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전통에 대한 전승과 재해석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통

을 전승하는 보유자와 이수자 및 현대 디자이너들 사이에 ‘조선시대 목가구의 미

감에 대한 정체성의 재해석’,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제품디자인 개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우리 전통 목가구의 정체성을 현대와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

도하고 있다. 전통의 전승은 단순히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이 쌓여 우리 전통 목

가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문화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도판 15    전통 목가구와 현대 회화의 미감을 재해석한 ‘김환기와 한국의 미美-점·선·면의 울림’ 교류 특별전 
중에서, 환기미술관, 2012년.

도판 16    전통 원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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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건축의 장식

1. 머리말

건축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오면서 그 시대, 문화의 상징체로서 존재하

며, 용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은 그 시대 정신의 상징체로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케 하는 문화적, 정신적 산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1

장식은 건축물의 겉을 치장하여 완성도를 높이거나 상징성을 나타냄은 물론 

건축물의 시대성, 예술성 등을 표현한다.

장식에 들어가는 전통문양은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조형

물이며, 문양을 사용했던 시기의 문화·종교·사상·신앙 등이 담겨 있는 표현물로

서 다른 이들에게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 볼 수 있다. 전통문양은 

모두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의 주된 의미는 권위·수호·벽사·태평성대·

지혜·영원·행복·장생·번영·길상 등으로 나타난다.2 또한, 건축물의 쓰임새에 따라 

사용하는 문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통건축 장식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식에 사용된 문양과 그 의

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한국 전통건축의 장식

전통건축의 장식 문양은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기단에서부터 몸체인 목조

가구, 머리인 지붕, 창호, 단청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김우웅*

1. 머리말

2. 한국 전통건축의 장식

 1) 지붕

 2) 목조가구

 3) 기단, 월대, 계단

 4) 창호

 5) 굴뚝 및 담장

 6) 단청

3. 한국 전통건축 장식 문양의 의미

4. 맺음말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부소장,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 『건축의장론』, 허병이, 기문당, 2001, 
p.47.

2 『한국전통문양의 건축적 활용사례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노해진, 부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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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
연구원.

1) 지붕

가. 치미鴟尾, 취두鷲頭, 용두龍頭

궁궐, 사찰 등의 중요 목조건축물의 용마루 양 끝단에는 장식기와를 설치하

여 건축물의 격을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 중기까지는 새

꼬리 모양의 치미를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치미 대신에 용머리 모양의 취두, 

용두로 바뀌었다.

치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길상과 벽사의 상징으로 

봉황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3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경주 황룡사지 치

미(신라시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부여 서복사지 치미(백제시대,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도판 1  창경궁 명정전 취두 도판 2    창덕궁 희정당 행각 취두

용두 치미 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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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덕수궁 함녕전 취두

도판 7    창덕궁 인정전 용두

도판 5    경복궁 집옥재 취두

도판 8    종묘 정전 동문 용두

도판 3    덕수궁 귀빈실 취두

도판 6    창덕궁 낙선재 용두

도판 9    창덕궁 희정당 행각 용

용두는 잡상 및 취두, 치미 등과 함께 지붕마루에 사용하였는데 대부분은 화

재를 막는다는 벽사의 의미가 강하다. 용두는 용이 입을 벌린 모습으로 만들었으

며, 작은 건물에서는 용마루 양 끝단에 설치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내림마루와 

추녀마루에 사용하였다.4

취두가 설치된 건축물은 잡상과 토수가 같이 따라 다닌다. 즉 취두가 없는 건

축물에 용두를 설치하여도 잡상이나 토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두를 설치하는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격을 맞추기 위해서 잡상과 토수를 함께 

설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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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와望瓦, 곱새기와

지붕 내림마루나 추녀마루 끝은 머거블 위에 암막새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망와를 설치하거나 귀면와를 설치하여 마감하였다. 망와는 암막새에 비해 드림새

가 길며 암막새의 문양과 같거나 다른 문양의 것을 사용하였다. 고대에는 귀면와 

위에 곱새기와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바래기기와라고도 한다.

도판 10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망와(연꽃문) 도판 11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망와(귀면문)

도판 12  공주 마곡사 심검당 망와(용문) 도판 13    공주 마곡사 담장 망와(봉황문)

망와 귀면 곱새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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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막새기와, 초가리기와, 토수

지붕 처마 끝에는 드림새가 있는 막새기와를 설치한다. 막새기와는 암막새와 

수막새가 있으며, 드림새 문양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르고 시대마다 특색이 있다.

삼국시대 암막새 드림새는 짧고 각도가 90° 정도였으나 후대로 오면서 드림

새가 길어지고 각도가 90° 이상의 둔각으로 변화한다. 

수막새는 연화, 당초, 보상화문, 금수문 등을 장식했으며, 고려시대에는 범문

자 기와도 많이 나타난다. 같은 연화문이라도 나라에 따라 다른데, 고구려는 대부

분 적갈색을 띠며 꽃잎 수가 4~10개까지 다양하다. 꽃잎 너비도 좁고 그 끝이 날카

로우며 볼륨이 매우 강하다. 전체적으로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백제는 

연회색을 띠고 연꽃무늬가 양감이 적은 소판 위주로 끝이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매

우 섬세하고 우아한 분위기다. 신라는 정제되지 않은 투박함을 보여주며 통일신라

도판 14  구례 화엄사 영산전 막새

도판 16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막새

도판 15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막새

도판 17    창덕궁 희정당 행각 수막새 도판 18  창덕궁 선정전 암막새

도판 19    창덕궁대조전 행각 암막새 도판 20  종묘 영녕전 암막새 도판 21    종묘 영녕전 암막새

부연초가리 연목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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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물, 용, 비천, 구름 등으로 문양이 다양하다.5 

추녀, 사래, 연목, 부연 등의 마구리를 보호하는 기와를 초가리기와라고 한

다. 부재 명칭을 따라 추녀초가리, 사래초가리, 연목초가리, 부연초가리라고 하며, 

추녀와 사래 초가리기와는 일반적으로 귀면을 사용하였다.

추녀나 사래 마구리에는 골무처럼 생긴 이무기 모양의 토수를 끼워 마구리

면에서 우수가 스며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토수는 초가리기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수는 추녀나 사래에 끼우고 옆에서 못을 박아 고정한다.

라. 잡상雜像

잡상은 목조건축물의 추녀마루나 내림마루에 설치하는 인물이나 동물상을 

말한다. 잡상은 길상과 화마를 막아준다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

의 격이나 규모에 따라 3개, 5개, 7개, 9개, 11개 등 홀수로 설치한다. 잡상은 모든 

기와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궐건축과 이와 관련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였으며, 궁궐건축물 중에서도 양성으로 되어 있는 추녀마루와 내림마루에 

설치하였다. 궁궐의 정전, 왕의 침전, 궁궐의 문, 도성의 성문, 궁궐의 누정, 왕릉과 

왕비릉의 정자각, 종묘, 성균관 등이다. 잡상은 유교적 권위 건축뿐만 아니라 왕실

의 후원을 받은 사찰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남양주 흥국사 대웅전, 밀양 표충사 대

광전, 파주 보광사 대웅전 등이다.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에 의하면, 궁궐 전각과 문루의 추녀마루 위에 10신상

十神像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잡상이라 한다. 이는 소설 『서유기西遊記』에 나오는 인물 

및 토신土神을 형상화한 것으로 살煞을 막기 위함이라 하였다.

잡상에 관한 기록은 『어우야담於于野談』(1622년 추정),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

德宮修理都監儀軌』(1647년), 『상와도像瓦圖』(1920년경) 등에 나타나는데 잡상의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5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김왕직, 
도서출판 동녘, 2007, pp.198~199.

도판 22  덕수궁 함녕전 토수 도판 23    창덕궁 인정전 토수

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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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와도의 잡상도

『상와도』와 『어우야담』의 잡상 한자 명칭에 일부 차이가 있다. 대당사부大唐師

傅-대당사부大唐師父, 사화상沙和尙-사화상獅畵像, 마화상麻和尙-마화상馬畵像으로 차

이가 있는데 이는 차음 표기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표 1.  기록에 따른 잡상의 명칭

『어우야담於于野談』(1622년 추정)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1647년) 『상와도像瓦圖』(1920년경) 중국

1 대당사부大唐師傅 손행자孫行者 대당사부大唐師父 선인仙人

2 손행자孫行者 손행자매孫行者妹 손행자孫行者 용龍

3 저팔계豬八戒 준견蹲犬 저팔계豬八戒 봉鳳

4 사화상沙和尙 준구蹲狗 사화상獅畵像 사자獅子

5 마화상麻和尙 마룡瑪龍 이귀박二鬼朴 해마海馬

6 삼살보살三殺菩薩 산화승山化僧 이구룡二口龍 천마天馬

7 이구룡二口龍 악구惡口 마화상馬畵像 압어押魚

8 천산갑穿山甲 삼살보살三殺菩薩 산예狻猊

9 이귀박二鬼朴 천산갑穿山甲 해치獬豸

10 나토두羅土頭 나토두羅土頭 두우斗牛

11 행십行什

12 수수垂獸

1. 대당사부

5. 이귀박

2. 손행자

6. 이구룡 7. 마화상

3. 저팔계

8. 삼살보살

4. 사화상

9. 천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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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곡와曲瓦

경복궁 강녕전과 교태전,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통명전 등 임금의 정침과 왕

비의 침전은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無樑閣이다. 왕을 상징하는 용이 쉬는 침전에 또 

다른 용을 둘 수 없으므로 용마루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말안장처럼 굽은 암

키와와 수키와를 곡와曲瓦라 한다. 곡와 중에서 암키와를 곡개여와曲蓋女瓦, 여궁화女

弓瓦라 하며, 수키와를 곡개부와曲蓋夫瓦, 부궁화夫弓瓦라 한다.

도판 24  경복궁 근정전 잡상

도판 25  경복궁 강령전 지붕마루 곡와

곡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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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수막새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와정머리에 씌워 가리는 것으로 장식 

및 방수를 목적으로 한다.

지네 장식

박공판이 용마루 부분에서 마주치는 곳에 좌우 박공판을 연결·고정하는 철

물로 꺽쇠형과 철판이나 나무판재에 무늬를 새긴 것이 있다.

도판 26  강화 전등사 대웅전 연봉

도판 27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지네 장식 지네 장식

연봉

연봉
방초막이

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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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어

박공판이 용마루에서 마주치는 하부 또는 중간 중도리의 마구리부분에 설

치하는 물고기형이나 초화형의 장식철물을 말한다.

현어

도판 28  공주 마곡사 범종루 절병통절병통

절병통

사모정, 육모정, 팔각정 등 모임지붕의 가운데에 세우는 탑 모양의 장식기와

를 절병통이라 한다. 항아리 모양의 절병통을 여러 단으로 쌓아올리거나 석재 절

병통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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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굴뚝 맨 위에는 빗물을 막아주면서 연기는 빠질 수 있는 장식기와를 집모양

으로 설치하는데 이것을 연가煙家라고 한다. 

도판 29  공주 마곡사 범종루 절병통

도판 30  경복궁 강령전 방환

연가

방환

방환 

박공판에 박은 못의 머리를 덮어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장식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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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조가구

목조가구에서는 공포나 기둥, 보 등에서 장식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용, 봉황, 호랑이, 거북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당 추녀 밑이나 어칸 좌우 기둥 위에는 용을 조각하여 설치하며 용과 호랑

이가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은 어칸의 좌우에 용을 설치하

는 경우로 기둥 위에 안초공의 형태로 설치하고 안쪽에 꼬리를 조각하였으며, 공포 

위에는 봉황을 설치하였다.

강화 전등사 대웅전처럼 네 귀 추녀를 받치는 인물상을 설치한 경우도 있는

데, 전설에 의하면 절을 짓던 목수의 사랑을 배반하고 도망친 여인을 조각한 것으

로 나쁜 짓을 경고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하여 추녀를 받치게 하였다고 한다.

도판 33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공포 봉황 장식도판 32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어칸 용꼬리

도판 31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어칸 용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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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에는 대들보 위에 맞춰지는 충량6에서 용 장식이 많이 나타난다.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의 충량 용 장식은 충량은 용의 몸을 표현하고 대들보에 걸쳐 

용 장식을 설치하였다. 용은 여의주를 물고 사슴 뿔 형태가 있는 용을 표현하였다.

용은 모든 실제 동물과 상상 속 동물들의 능력과 장점을 취합하여 만들어 

낸 신비한 동물이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용의 머리는 뱀, 뿔은 사슴, 눈은 

귀신,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문양에서는 구름 속에 반쯤 감추어진 운룡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

는데 이것은 용의 신비스럽고 영험한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

6 충량은 측면 기둥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보를 말한다.

도판 34  강화 전등사 대웅전 추녀 도판 35  강화 전등사 대웅전

도판 36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충량 용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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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용의 다양한 성질과 신비한 능력에 의탁하여 그들이 바라는 바가 성취되기

를 빌었다. 무속에서는 용을 수신水神으로 섬기면서 풍요와 안전을 빌었고, 궁중에

서는 용을 임금의 권위에 비유하여 여려 장식 문양으로 활용하였으며, 민가에서는 

용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여 놓고 용의 능력을 빌려 잡귀신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 용품, 문방구 등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

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렇듯 용은 만물 조화의 능력을 갖춘 영물, 권위의 상징, 

그리고 벽사와 수호의 능력을 갖춘 영험한 동물로서 옛 사람들의 생활 가까이 자

리하고 있었다.7 

3) 기단, 월대, 계단

기단은 지면으로부터 건축물을 높여서 지면의 습기로부터 피하고 햇빛을 안

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단선은 지붕처마 보다 안쪽에 두

어 우수가 떨이지지 않도록 하며, 그 높이는 지형이나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

다. 궁궐의 정전이나 정문 같은 경우는 기단 앞에 월대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권위

를 높이고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기단과 월대에는 오르는 계단을 설

도판 37  경복궁 근정전 월대

7 『전통 문양』, 허균, 대원사, 1995 , 
pp.30~33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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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으며, 월대나 계단에는 왕이 이용하는 어도御道를 설치하였다. 또한, 월대 사

방에는 십이지신상을 배치하여 왕을 수호하는 상징성을 강화하였다.

계단의 소맷돌과 경계석에는 엎드린 모양의 용석을 조각하고 계단의 어도에

는 용 또는 봉황을 새긴 용판석을 설치하여 왕을 호위하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와 왕이 다니는 통로를 상서롭게 하였다. 또한, 계단 소맷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태극 문양이다.  태극 문양는 천·지·인의 삼태극이 주류를 이루

고 음양의 이태극도 적지 않다. 궁궐, 사찰, 능묘 등에서 볼 수 있다. 

사찰의 불전 기단에는 꽃, 거북, 물고기, 사자 등의 문양을 새겨 불전의 격을 

높이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도판 38  경복궁 근정전 월대 계단

도판 39  경복궁 근정전 월대 계단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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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호

가. 창호

건축물에 설치하는 창호는 대부분 살창이다. 살창은 울거미를 두르고 얇은 

살대를 짜서 만든 창호를 말한다. 살창은 살의 모양에 따라 세로살, 세살, 격자살, 

교살, 솟을살, 아亞자살, 완자살, 꽃살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세로살창은 세로로 살대를 보내고 창호지를 바르지 않은 것으로 환기나 통

기가 필요한 부엌이나 곶간 등에 설치하였다.

세살창호는 민가는 물론이고 궁궐, 사찰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세로

살은 빠짐없이 보내고 가로살은 위, 아래에 3~5가닥을 보내고 중간에는 위, 아래 

보다 2~3가닥 많게 보낸다. 

격자살창호는 가로살과 세로살을 직각으로 교차시킨 것으로, 우물 정井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정자살이라고도 한다. 궁궐, 사찰 등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완자살창호는 율동성이 강화고 아름다워 궁궐 내실이나 사대부집의 안방에 

많이 사용하였다. 아자살창호는 그 모양이 단정하고 고상한 품격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사랑방에 많이 쓰였다.8

꽃살창호는 사찰에서 창호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살대에 꽃을 조각한 창호

이다. 인도 힌두교 및 불교 사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종교적인 충만함을 상

징한다. 정수사 법당과 같이 통판에 꽃을 조각하여 만든 특수한 꽃살문도 있지만 

대개는 가로살, 세로살이 교차되는 부분에 국화, 매화. 연꽃 등을 조각한 기하학적

인 것이 많다.9

도판 40  경복궁 근정전 월대 십이지신상(원숭이) 도판 41  경복궁 근정전 월대 십이지신상(토끼)

8 『한국전통건축장식의 비밀』, 허균, 대원사, 
2013, p.106.

9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김왕직, 
도서출판 동녘, 2007,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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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창의 종류

세살

격자빗살

아자살

꽃살

격자살

격자교살

완자살

교살

육모솟을살

30°솟을살

세모솟을살

60° 솟을살

삼각솟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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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  공주 마곡사 심검당 세살문

도판 44  공주 마곡사 영산전 교살문

도판 43  공주 마곡사 영산전 격자살문

도판 45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꽃살문

나. 창호 장식 

창호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해서 장식철물을 사용한다. 장식이 있는 국

화동자정, 광두정, 배목, 고리, 못, 문고리 등의 받침이나 장식을 위한 받침쇠, 창호 

울거미 맞춤을 기능적으로 보강하고 장식도 겸하는 새발장식 등이 있다.

국화동자정

국화꽃 모양의 장식이 있는 작은 못으로 판문, 난간 등에 널리 사용한다.

국화동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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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6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문고리와 받침쇠

국화쇠

국화쇠

꽃무늬를 새겨 만든 장식 철판으로 배목, 고리 등의 밑판 또는 못머리 장식

을 위해 사용한다.

문고리받침쇠

중요한 고리의 배목에 대는 것으로 배목을 구부려 눌러 박은후 끝을 막는 

장식판으로 사용한다.

문고리받침쇠

190



새발장식

새발장식

문짝의 울거미 맞춤새를 연결 보강하면서 장식으로 대는 철물이다.

5) 굴뚝 및 담장

자경전 십장생굴뚝은 십장생인 동식물 무늬를 새겨 넣었다. 불로장생을 상징

하는 해, 산, 구름, 바위, 소나무, 대나무, 거북, 사슴, 학, 연꽃, 불로초 등을 각각 만

들어 설치하였다. 십장생 위아래로는 학과 불가사리를 배치하였다. 십장생은 장수

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고종의 어머니인 조대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

해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경전 주변 담장에는 모란, 매화, 국화, 대나무와 문자 

문양을 새겨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모란은 미호美好와 행복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매화는 순결과 절개, 

장수의 상징으로도 여겼다. 국화는 절개, 품위, 길상, 장수를 의미하며, 대나무는 

장수의 의미를 지닌다.

도판 47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굴뚝

도판 48  경복궁 자경전 화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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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청

단청은 건축물에 따라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 별화 등으로 구

분하여 사용했으며, 일반 민가에서는 단청을 하지 않았다.

가칠단청은 뇌록, 석간주, 백색, 육색 등의 단일색으로 부재를 칠하는 단청이

다.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의 바탕칠이기도 하다. 수직 부재인 기둥 등은 석간

주 가칠을 하고 보, 도리, 창방, 창호는 뇌록 가칠을 한다.

긋기단청은 가칠 위에 먹긋기, 분긋기, 색긋기 등으로 선을 그어 마무리하는 

단청이다. 목과 분(흰색)을 사용한 것을 먹분긋기라 하고 색이 들어가는 것을 색긋

기라 한다. 부속채나 사당 등에 사용하였다.

모로단청은 머리초 문양을 간략한 문양(반주화, 주화, 녹하 등)으로 하고, 계

풍(중간 부분)에 긋기 등을 사용한 단청이다. 금모로단청은 모로단청보다는 복잡하

도판 49  고양 예릉 정자각 석간주가칠

도판 51  고양 예릉 비각 색긋기

도판 50  고양 예릉 정자각 뇌록가칠

도판 52  고양 예릉 정자각 모로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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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3  낙산사 원통보전 금단청

고 금단청보다는 간략한 문양(연화머리초, 겹녹하초 등)으로 하고, 계풍에 색긋기 

등을 주로 사용한 단청이다. 모로단청은 궁궐, 관아 건축 등에서 사용하였다.

금단청은 화려한 문양(연화머리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으

로 하고, 계풍에 금문, 별화 등을 사용한 단청이다. 갖은금단청은 머리초 문양을 장

구머리초로, 휘를 바자휘로, 빛을 3빛으로 한 단청을 말한다. 또한 녹하에 번엽과 부

분적으로 칠보문양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단청은 사찰 불전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사찰에서는 궁궐, 관아 등과 다르게 별화를 많이 그렸다. 신앙의 대상인 불, 

보살과 용·봉황·호랑이·코끼리·사슴·학·물고기 등의 동물, 사군자·연꽃·당초 등

의 식물, 자연 경관인 산·물·구름 등을 소재로 활용하였다.

3. 한국 전통건축 장식 문양의 의미

전통건축 장식에 사용하는 문양은 인물, 동물, 식물, 자연, 문자, 기하학 등 종

류가 다양하다. 인물은 부처나 보살 등이 있으며, 동물은 사령四靈인 용·봉황·거

북·기린을 포함하여 호랑이·코끼리·박쥐·물고기 등이다. 식물로는 연꽃·매화·모

란·국호·대나무·소나무 등이 있으며, 해·달·구름 등 자연과 장長·복福·수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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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 기하학적인 태극, 팔괘 등이 있다.

전통건축 장식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쓰였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부처나 보살처럼 신앙의 대상을 수호하는 것, 용·호랑이·해

치·귀면처럼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갖는 것, 거북·학·잉어·국화·대나

무·소나무·복숭아 등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장수·봉황·기린·잉어·물고기·연꽃

처럼 풍요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것, 해·달·구름 등 자연을 우러르며 숭배하는 

것, 호랑이·코끼리·국화 등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의미하는 것, 봉황·박쥐·나

비·모란처럼 복을 의미하는 것, 석류·포도처럼 다산을 의미하는 것, 매화·국화·

대나무 등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것이 있다.

하나의 문양이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장식 문양으로 사용할 때에

는 건축물의 쓰임새,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전통건축 장식에 사용하는 문양 및 의미

구분 문양 의미

인물
불 신앙의 대상

보살 신앙의 대상

동물

용 왕, 권위, 수호, 벽사

봉황 태평성대, 고상, 품위, 길운, 오덕

거북 장수, 우주

기린 태평성대

호랑이 길상, 벽사

해치 올바른 판단, 벽사

코끼리 길상

박쥐 복

학 장수

잉어 풍요

물고기 풍요

나비 행복, 즐거움

사신 수호

십이지신 수호

귀면 벽사

십장생 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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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전통건축의 장식은 건축물의 기단에서부터 목조가구, 지붕, 창호, 단청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 지붕에서는 치미, 취두, 용두, 망와, 잡상 등의 장

식기와 막새기와 등이 있으며, 목조가구에서는 공포, 기둥, 보 등에서 장식적인 요

소를 찾아볼 수 있다. 궁궐 정전이나 정문의 월대, 계단 등과 창호의 살 모양과 장

구분 문양 의미

식물

연꽃 창조, 번영, 정화, 초탈

매화 지조, 절개, 여성

모란 번영, 미호美好, 행복

국화 품위, 장수, 길상, 절개

덩굴 장수

대나무 장수, 절개

소나무 장수, 우정

복숭아 장수

석류 다부, 다남

포도 장수, 다부, 다복, 다남

자연

해 경천

달 경천

구름 하늘

문자

長 장생

福 복

喜 행복, 즐거움

吉 길상

壽 장생

亞 풍요

卍 영원

기하학

태극 우주의 근원, 생명의 원천

팔괘 행복

창살 장생, 불사. 다부, 다복, 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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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철물, 굴뚝, 단청 등에서 장식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전통건축 장식에 사용하는 문양은 인물, 동물, 식물, 자연, 문자, 기하학 등 종

류가 다양하고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쓰였다. 하지만 하나의 문양이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장식 문양으로 사용할 때에는 건축물의 쓰임새, 설치 위치 등을 고

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건축 장식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장인의 지혜와 미의식이 

담겨 있는 상징물이다. 그 속에는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건축물 조영에 있어서도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 철학을 담고자 했던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 장식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전통건축 장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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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손길, 일상을 꾸미다’에서 
만나본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의 손길, 일상을 꾸미다’에서 만나본

국가무형문화재

나전螺鈿은 고유어로 ‘자개’라 하며, 여러 무늬의 조개껍질 조각을 

물체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자개로 무늬를 만드는 방법에는 자개

를 실처럼 잘게 자른 ‘상사’를 백골에 붙여 직선이나 대각선으로 기

하학적인 문양을 만들어내는 끊음질과, 자개를 실톱·줄로 문질러 

국화·대나무·거북이 등의 각종 도안 문양을 만들어 백골에 붙이

는 줄음질이 있다.

갓일은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갓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쓰던 쓰개의 하나로, 머리를 덮는 부분인 모자와 

그 아래 둥글게 붙어 있는 차양 부분인 양태凉太로 이루어진다. 갓일

은 총모자 만들기, 양태 만들기, 입자笠子로 나뉜다. 총모자는 갓 대

우 부분을 가리키며, 말총을 사용해 만든다. 양태 만들기는 대나무

를 가늘게 쪼개서 레코드판처럼 얽어내는 작업을 말하며, 입자는 

총모자와 양태를 맞추어 명주를 입히고 옻칠을 반복해서 갓을 완

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갓 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나전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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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은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

여 궁궐·사찰·사원 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단청장이라고 한다. 

단청은 목재의 보존과 목재의 단점 보완을 위한 표면 도장에 유용

하게 활용되며,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건

축에 많이 이용된다. 

단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채상장彩箱匠은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여 다채로

운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 고리 등을 엮는 기능 또는 그런 기능

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채상은 주로 옷·장신구·침선구·귀중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데 궁중과 귀족계층의 여성가구로서 애용되

었고, 조선 후기에는 양반 가문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혼수품

으로 유행하였다. 채상의 무늬는 완자·수복강녕·십자·번개·줄무

늬 등 주로 길복吉福을 추구하는 길상적인 무늬이다.

채상장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매듭장은 끈목多繒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

드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재료로는 명

주실, 모시실, 닥나무실, 삼베실, 털실 등이 쓰인다. 매듭의 이름은 

생쪽, 나비, 잠자리, 국화 등 우리가 쉽게 보고 사용하는 온갖 물건, 

꽃, 곤충에서 따왔다. 매듭의 하단에 다는 것을 술이라 하는데 각

종 악기, 교통용구, 불교도구 등의 장식에 사용하였다. 술 또한 쓰

임새에 따라 딸기술, 봉술, 호패술, 선추 등 다양하다. 같은 종류라

도 궁중과 지방에 따라 그 품격이 달랐다. 

매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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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으로 만든 담뱃대를 백동연죽이라 하며, 백동담뱃대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지닌 사람을 백동연죽장이라고 한다. 담뱃대는 

임진왜란 후 일본을 통해 담배가 전래되면서부터 만들어지기 시

작했다고 하며, 부산 동래 지역이 전통적인 명산지이다. 무늬에 따

라 이름이 다른데, 무늬가 없는 백동연죽은 민죽, 무늬가 예쁜 것

은 별죽·꽃대라 부른다. 별죽은 재료에 따라 은물죽, 오동죽이라

고도 한다. 

백동연죽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목가구나 건조물에 붙여서 결합부분을 보강하거나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물쇠 등의 금속제 장식을 장석裝錫이라고 하며, 구리와 주

석을 합금한 황동 장석을 만드는 장인을 두석장豆錫匠이라고 한다. 

장석의 재료로는 황동과 백동을 사용하는데, 보다 사치스럽게 꾸

미기 위해서는 백동을 쓴다. 

두석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장도를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장도장이라 한다. 장도

는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칼로 호신용 도구나 장신구이다. 고려시대

부터 사용되었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부터 양반 가문의 부녀자

들이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부터는 

장도가 몸단장을 하는 노리개로 일종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제작과

정이 정교하게 발달하였다.

장도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소목장은 건물의 창호, 목기, 목가구를 제작하는 목수를 말한다. 조

선 전기까지는 주로 왕실과 상류계층을 위한 목가구가 만들어졌으

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보급되어 자급자족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목장은 무늬가 있는 나무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미를 최대한 살려내었다.

소목장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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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말

총으로 엮어 만든 일종의 머리띠이다. 망건은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

(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물처럼 얽혀져 이마 부

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이 밖에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관자와 풍잠을 달기도 한다. 

망건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탕건은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는 모자의 일종으로, 사모紗帽

나 갓 대신 평상시 집안에서 쓴다. 말총이나 쇠꼬리 털로 만드는데, 

이러한 탕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탕건장이라고 

한다. 탕건은 홑탕건과 겹탕건, 바둑탕건으로 분류된다. 모두 형태

는 같으나 겹으로 또는 2중, 3중으로 엮어 나가는 방법에 따라 모

양이 다르다.

탕건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유기장鍮器匠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유기의 종류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짜와 주물, 반

방짜 등이 있다. 방짜유기는 녹인 쇳물로 둥근 놋쇠 덩어리를 만든 

후 여러 명이 망치로 쳐서 그릇의 형태로 만든다. 주물유기는 쇳물

을 일정한 틀에 부어 원하는 기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유기장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자수刺繡는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조형 활동이다. 자수의 주요 기법에는 돗자리의 표면처럼 

촘촘하게 엮는 자릿수, 땀새가 장단으로 교차되게 수놓는 자련수刺

練繡, 수면을 수평·수직·경사 방향으로 메워 가는 평수平繡, 선을 

조성하는 이음수, 수가 놓인 위로 군데군데 길게 고정시켜 수면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징검수, 각종 꽃의 술이나 석류 등 작은 씨앗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매듭수, 사슬고리 모양의 사슬수가 있다.

자수장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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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장이란 전문적으로 기와를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기와는 건

축물의 지붕에 덮어 씌워 빗물이나 습기가 새어들지 못하게 하여 

침수를 막고, 지붕 밑에 있는 목재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

의 외관을 돋보이게 한다.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있으며, 부속

장식으로 암막새와 수막새, 귀면기와, 치미鴟尾, 용두龍頭, 망와望瓦 

등이 다채롭게 개발되었다.

제와장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소반은 음식 담은 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으로, 한국의 식생활에

서부터 제사의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용도로 쓰이는 부엌가구이다. 

이것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 장인을 소반장이라 한다. 소반의 종류

는 크게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충주반, 강원반 등으로 구분되는데 

해주반은 조각 위주의 소반, 나주반은 중대中帶 위주의 소반, 통영반

은 운각雲脚 위주의 소반이다. 또한 다리 모양에 있어서도 경상도는 

죽절형竹節形(대나무 마디 모양), 전라도는 호족형虎足形(호랑이 발 모

양), 강원도·경기도는 구족형狗足形(개 발 모양)이 주로 나타난다.

소반장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사람이 바느질을 시작한 것은 역사시대 이전부터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의 바늘과 흡사한 신라시대 금속제 바늘이 발견되

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통해 볼 때 삼국시

대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침선針線이 발달했다. 바느질 방법은 감

침질과 홈질, 박음질, 상침질, 휘갑치기, 사뜨기, 공그르기 등으로 옷

의 부위에 따라 필요한 바느질법을 사용한다. 계절 변화에 따라 여

름에는 홑으로 솔기를 가늘게 바느질하고, 봄·가을에는 겹으로 바

느질하며, 겨울에는 솜을 넣어 따뜻한 옷을 만든다.

침선장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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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 동양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된 보석류이다. 금·은과 함께 쓰

인 대표적인 보석이며, 음양오행의 다섯 가지 덕목인 인仁·의義·지

智·용勇·각角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의례를 거행

하기 위한 예기禮器를 비롯하여 과거에 신분을 구분하는 물건이었

던 드리개, 악기인 옥경玉磬, 약재 및 의료 용구 등 여러 가지 용도

로 사용되었다. 

옥 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완초장은 왕골로 기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왕골은 논이나 습지

에서 자라는 1·2년생 풀로서 왕골 제품에는 자리, 돗자리, 방석, 송동

이, 합 등이 있다. 왕골을 제작하는 기법에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과 손으로 엮는 방법이 있다. 왕골은 염색과 굵기의 조절이 용이하며 

특별한 도구 없이도 다양한 기물을 창작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완초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화각華角은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을 말하며, 이것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을 화각장이라 한다. 화각공예는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서 생산이 많지 않았으므로 특수 

귀족층들의 기호품이나 애장품에 주로 이용되었다. 화각공예는 쇠

뿔을 종잇장처럼 얇게 편 다음 뒷면에 오색찬란한 단청 안료로 문

양을 그리고 채색하여 백골白骨 위에 붙이는 기법이다. 이때 백골의 

내부와 뼈대 등 화각 이외의 여백은 옻칠을 하여 마감한다.

화각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9호

윤도장輪圖匠은 24방위를 하나의 원 안에 그려 넣은 풍수 지남침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윤도는 남북방향을 가리키는 자석바늘을 이용

하여 지관이 풍수를 볼 때나 천체를 보거나 여행을 할 때 사용되

는 필수 도구이다. 윤도는 중심의 지남침을 둘러싸고 24방위를 기

본으로 하는 방위명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음양·오행·팔괘·

십간·십이지가 들어 있다. 방위명 자체는 팔괘·십간·십이지의 조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도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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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혜장靴鞋匠은 전통 신을 만드는 장인으로, 조선시대 신목이 있는 

신발인 화靴를 제작하는 ‘화장’과 신목이 없는 신발인 혜鞋를 제작

하는 ‘혜장’을 통칭한 것이다. 전통 신 제작은 가죽을 주재료로 하

여 수십 단계의 제작 공정을 거쳐 이루어질 만큼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완성된다.

화혜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염색장은 천연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을 말한다. 옷감을 물들

이는 데 사용하는 염료로는 식물, 광물, 동물 등에서 채취한 천연염

료를 사용하거나 약간의 가공을 통해 만든 염료를 사용한다. 염색

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쪽염색은 쪽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가지고 옷감 등을 물들이는 것으로 염색과정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우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염색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칠장은 옻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을 용도에 맞게 정제하여 기물에 

칠하는 장인이다. 나무에서 채취한 칠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옻

액의 불순물 등이 제거되어 입자가 고운 칠로 변하게 된다. 칠하는 

과정은 먼저 소지를 다듬은 후 생칠을 바르고 갈고 바르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다. 그 후 다시 초칠, 중칠을 하며 건조시키고 다시 상

칠을 한 후 광내기와 생칠을 반복적으로 하여 마감한다.

칠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염장簾匠은 발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발의 재료에는 대나무, 갈

대, 겨릅, 달풀 등이 사용된다. 전통 가옥인 한옥 생활에서 발은 필

수품이었다. 발은 특히 여름철에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실내에 있

는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한다.

염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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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장扇子匠은 전통 부채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우

리나라의 부채는 형태상 둥근 모양의 부채와 접고 펼 수 있는 접摺부

채로 나뉜다. 그중 접부채인 합죽선合竹扇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부채 

중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추었으며, 고려시대부터 나전·

금속·칠·옥공예 등과 접목되어 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이었다.

금박장金箔匠은 얇은 금박을 이용해 직물 위에 다양한 문양을 찍어

내는 공예기술과 그러한 공예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금박金箔’

은 금 조각을 계속 두드려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진 것을 뜻하나 오

늘날에는 금박지를 이용해 직물 등에 문양을 장식하는 기술로 이

해되고 있다. 금박 장식은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되었다. 금박장식은 접착제를 바른 문양판을 문양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찍고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금박지를 붙인 다음 문

양 밖에 있는 금박지를 다시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선자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금박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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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lates

도판 목록





03

갓일 재료

Materials for Making Gat
(Man's Horsehair Hat)

04

갓일 도구

Tools for Making Gat
(Man's Horsehair Hat)

인두1: 길이 30cm, 폭 3.5cm
인두2: 길이 35cm, 폭 4cm
인두3: 길이 31cm, 폭 4cm
칼 : 길이 20cm, 폭 2cm

01

흑대립 黑笠

Heukdaerip
(Man's Large Horsehair Hat)

밑지름 72cm, 윗지름 13cm, 높이 20cm
말총, 대나무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박창영 제작

02

통영포립 統營布笠

Cloth-Covered Man's Hat 
Produced in Tongyeong

밑지름 45cm, 윗지름 11.5cm, 끈길이 62cm
말총, 대나무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정춘모 제작

도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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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3층 정자관 程子冠

Three-tier Jeongjagwan
(Noblemen’s Indoor Cap)

높이 25cm, 너비 35cm 
말총 | 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보유자 김혜정 제작

11

영친왕 망건 英親王 網巾

Headband of Imperial Price Yeong-chin

밑지름 19cm, 높이 7.6cm 
말총, 호박, 은

20세기 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08

탕건 宕巾

Man's Inner Cap

밑지름 19cm, 윗지름 12cm, 높이 14.5cm
말총

1998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김공춘 제작

12

관자 貫子

Man's Headband Buttons

모란백옥관자: 지름 2.3cm 
금패관자: 지름 1cm
댓잎백옥관자: 지름 2cm
호박, 옥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05

흑립 黑笠

Heungnip
(Man's Horsehair Hat)

지름 46cm, 높이 18cm, 끈길이 75cm
말총, 대나무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박창영 제작

09

망건 網巾

Man's Headband

자개관자망건: 
밑지름 17.5cm, 윗지름 13.5cm, 높이 8cm
옥관자망건: 
밑지름 17cm, 윗지름 13cm, 높이 8cm
말총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보유자 강전향 제작

06

갓끈 笠纓

Straps for a Man's Horsehair Hat

길이 56cm
호박, 터키석, 비취

1995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10

풍잠 風簪

Headband Ornament for Fastening Hat

밀화풍잠: 세로 3cm, 가로 4.5cm
대모풍잠: 세로 3cm, 가로 5.5cm
호박, 대모

1995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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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부금 활옷 刺繡付金 闊衣

Emroidered and Gold-leaf Decorated 
Hwarot (Princess' Ceremonial Robe)

길이 130cm, 화장 101cm
비단 | 2000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22

녹원삼 綠圓衫

Green Wonsam
(Woman's Ceremonial Robe)

길이 150cm, 화장 134cm
비단

2011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

19

홍화염 모시 紅花色苧

Safflower Dyed Ramie

폭 34.5cm
모시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제작

20

신경유 철릭(재현품) 申景裕 帖裹(再現品)

Replica of Shin Gyeong-yu’s Cheolik
(Man’s Coat)

길이 136cm, 화장 135cm, 술띠길이 375cm
비단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15

조바위

Winter Bonnet

세로 46cm, 가로 12cm
비단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17

쪽염 무명 染色綿布

Indigo Dyed Cotton Cloth

폭 31cm
무명

2002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제작

16

풍차 風遮

Winter Cap

세로 40cm, 가로 18cm, 끈길이 40cm
비단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18

쪽염 모시 染色苧

Indigo Dyed Ramie

폭 34.5cm 
모시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제작

13

동곳 䯤簪

Topknot Pin

산호동곳: 길이 3.5cm
비취동곳: 길이 5cm
산호, 비취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14

호건 虎巾

Boy's Cap with Streamers

세로 54cm, 가로 18cm, 끈길이 67cm
비단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제작·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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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좌경대 坐鏡臺

Mirror Stand

세로 37cm, 가로 25cm 높이 27cm
나무, 금속, 유리

1998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故 강대규 제작

29

금박도투락댕기

Rear Hair Ribbon with Gold-Leaf Imprint

세로 127cm, 가로 22cm
비단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30

화각화문머리빗

Ox-horn Comb with Flower Design

머리빗1: 세로 8cm, 가로 5.5cm
머리빗2: 세로 13cm, 가로 7.5cm
머리빗3: 세로 8cm, 가로 6.5cm
대나무, 화각

2011
국가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 제작·소장

25

수혜 繡鞋

Embroidered Shoes

길이 27cm
비단, 가죽

2004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

27

운혜 雲鞋

Woman's Shoes
Decorated with Clouds

길이 16cm, 폭 6cm 
비단, 가죽 |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소장

26

태사혜 太史鞋

Man's Shoes
Decorated with Stripes

길이 15cm, 폭 5.5cm 
비단, 가죽 |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소장

28

금박앞댕기

Front Hair Ribbon with Gold-Leaf Imprint

세로 129cm, 가로 7.5cm
비단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23

타래버선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길이 20cm, 폭 15cm
면 | 1995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24

흑혜 黑鞋

Black Shoes

길이 26cm, 폭 8cm, 높이 8cm 
가죽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 황해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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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패쌍가락지 錦貝雙指環

A Set of Yellow Amber Twin Rings

지름 3cm
금패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41

밀화쌍가락지 蜜花雙指環

A Set of Translucent Amber Twin Rings

지름 3.5cm 
밀화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38

비취쌍가락지 翡翠雙指環

A Set of Jade Twin Rings

지름 3cm
비취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39

산호쌍가락지 珊瑚雙指環

A Set of Coral Twin Rings

지름 3cm
산호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36

백옥원형떨잠

Round-shaped White Jade 
Ornamental Hairpin

길이 11.5cm, 너비 8.5cm
옥, 금속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35

비취연봉뒤꽂이

Lotus-shaped Jade 
Ornamental Hairpin

길이 9cm
옥, 금속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34

밀화국화모양뒤꽂이

Chrysanthemum-shaped Amber
Ornamental Hairpin

길이 9cm, 지름 2.2cm
옥, 금속 | 1998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37

백옥나비떨잠

Butterfly-shaped White Jade
Ornamental Hairpin

길이 12cm, 너비 7.5cm
옥, 금속 | 1993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보유자 김영희 제작·소장

32

나전칠기 국화당초문 달비집

Lacquered Wig Case Inlaid with
Mother-of-pearl Vine Design

세로 30cm, 가로 30cm, 높이 30cm
나무, 나전, 옷칠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전수교육조교 양옥도 제작

33

비녀

Chignon Pin

봉황비녀: 길이 32cm
용비녀: 길이 31cm
옥, 금속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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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색동딸기술노리개

Norigae Pendant with
Strawberry-shaped Knot in Five Colors

길이 46.2cm, 너비 6cm
명주실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소장

49

삼작노리개

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길이 34.7cm, 폭 3cm, 삼작폭 20cm
명주실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소장

46

수향낭노리개

Embroidered Norigae Pendant
with Incense Pouch

길이 51cm, 너비 16.5cm
비단, 명주실 |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

47

산호·비취·밀화박쥐삼작노리개

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Coral, Jade, Amber) with Bat Design

길이 34cm, 너비 10cm
산호, 비취, 밀화, 명주실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제작

44

백옥운룡문향갑 白玉雲龍文香匣

White Jade Incense Container with
Dragon and Cloud Design

세로 7cm, 가로 4.2cm, 두께 1.4cm
옥 |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소장

45

비취십장생문노리개

Jade Norigae Pendant
with Ten Longevity Symbols

세로 42.5cm, 가로 5cm
옥, 명주실 | 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전수교육조교 장석 제작·소장

42

금박수자문귀주머니 金箔壽字文角囊

Eared Pouch with Gold-leaf 
Character Decoration of  壽 (longevity)

좌: 세로 18.5cm, 가로 15.5cm
우: 세로 17.5cm, 가로 16cm
연화문단, 금박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 제작·소장 

43

자수 향갑 刺繡香匣

Embrodered Incense Container

향: 세로 6cm, 가로 5cm, 두께 2.5cm
푸른색: 세로 8cm, 가로 7cm
붉은색: 세로 6.5cm, 가로 5cm, 두께 2.5cm
비단, 금사, 견사

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김영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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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봉황문 鳳凰文

A Pair of Mythical Birds Bonghwang 
Design

세로 25cm, 가로 25cm
면본채색, 석채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김석곤 제작

58

수복대발 壽福竹簾

Bamboo Hanging Screen
with Chinese Characters
for Longevity and Happiness Design

세로175cm, 가로153cm
대오리, 명주실 | 2007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염장 
보유자 조대용 제작

55

단청문양 丹靑文樣

Multicolored Paintwork Design

세로 72cm, 가로 101cm
마본채색, 석채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이인섭 제작

56

보상화문 寶相華文

Medallion Flower Design

세로 25cm, 가로 25cm
면본채색, 석채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김석곤 제작

54

단청문양 丹靑文樣

Multicolored Paintwork Design

세로 103cm, 가로 49cm
면본채색, 석채

2005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제작

53

용문암막새·봉황문수막새

龍文平瓦當·鳳凰文圓瓦當

Concave Roof-end Tile with Dragon Design,
Convex Roof-end Tile with Bonghwang Design

암막새: 세로 56cm, 가로 39cm
수막새: 세로 54cm, 가로 21cm
흙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김창대 제작

52

지장보살잡상 地藏菩薩雜像

Ksitigarbha-shaped Roof Decoration 
Figurine

세로 27cm, 가로13cm, 높이 33cm
흙 | 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김창대 제작

51

흑단갖은을자도

Ornamental Knife with Ebony Handle and 
Sheath in the shape of ‘乙’

칼: 길이 19.5cm | 칼집: 길이 13.5cm, 폭 3cm
흑단, 금 | 2002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故 박용기 제작

50

백옥금은장갖은장도

Ornamental Knife Decorated with
White Jade, Gold and Silver

칼: 길이 19.5cm | 칼집: 길이 12.5cm, 폭 3cm
백옥, 금, 은 | 2009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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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초충도 8폭 병풍 草蟲圖8幅屛風

Eight-panel Folding Screen with
Image of Grass and Insects

각각 세로 170cm, 가로 46cm
비단, 명주실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67

머릿장

Bedside Chests

세로 40cm, 가로 71cm, 높이 55cm
느티나무, 황동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박명배 제작

65

자수방석 刺繡方席

Embroidered Sitting Cushion

세로 69cm, 가로67cm, 폭11cm 
비단, 명주실 | 1993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故 한상수 제작
김영란 소장

63

주칠함 朱漆函

Red Lacquered Boxes

대: 세로 32cm, 가로 59cm, 높이 32cm
중: 세로 26.5cm, 가로 41cm, 높이 21cm
소: 세로 22cm, 가로 30cm, 높이 18cm
나무, 주칠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보유자 정수화 제작

62

왕골아자문사각함 莞草亞字文四角函

Box with Chinese Character ‘亞’ Design

세로 31cm, 가로 31cm, 높이 11cm
왕골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 제작

61

왕골삼합 莞草三合

Rush-plaited Lidded Boxes

지름 19cm, 높이 7cm
왕골

2000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 제작

64

공고상 公故床

Tray-Table with Tall Legs

세로 45cm, 가로 45.5cm, 높이 30cm
은행나무

2005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故 이인세 제작

60

채상삼합 彩箱三合

Colored Bamboo-plaited Lidded Boxes

세로36cm, 가로58cm, 높이22cm
대나무

2014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서신정 제작

59

만자 귀갑문발 卍字龜甲文簾

Hanging Screen with Swastika and
Turtle Design

세로 175cm, 가로 165cm
대오리, 명주실 | 2016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염장
보유자 조대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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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투각원반 透刻圓盤

Round Table with Openwork Decoration

세로 25cm, 가로 25cm
면본채색, 석채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74

강화반닫이 두석장식

Ganghwa Chest with Metal Fittings

세로 80cm, 가로 100cm
무쇠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보유자 박문열 제작

75

장석을 부착한 이층장

黑柹白銅裝錫二層欌

Two-story Chest with Metal Fittings

세로 40cm, 가로 73cm, 높이 117cm
나무, 백동

2016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보유자 김극천 제작

72

선추패철 扇錘佩鐵

Compass Pendant for Fan

길이 19.5cm, 폭 4.5cm
나무, 지남침, 명주실

2000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제작

73

오동상감송학죽 烏銅象嵌松鶴竹

Paulownia-wood Tobacco Pipe with 
Inlaid Design

길이 78cm, 폭 4cm
오동나무, 은, 오동, 백동 | 2011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제작

71

합죽선 合竹扇

Bamboo Folding Fan

너비 74cm, 높이 30cm, 접은 폭 7cm
대나무, 한지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보유자 김동식 제작

70

유기촛대

Brass Candle Holder

높이 90cm, 바닥 지름 22cm, 폭 24cm
유기

2010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김수영 제작

69

서안 書案

Desk

세로 35cm, 가로 100cm, 높이 34cm
참죽나무, 먹감나무, 장석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소병진 제작·소장

68

전주이층문갑장 全州二層文匣裝

Jeonju Two-story Stationery Chest

세로 35cm, 가로 75cm, 높이 100cm
나무, 무쇠, 황동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소병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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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보상화·당초무늬함

螺鈿漆器寶想花唐草文函

Lacquered Box with Inlaid 
Mother-of-pearl Medallion Flower 
and Scroll Designs

세로 30.5cm, 가로 48cm, 높이 23.5cm
목재, 옻, 안료, 백동

2016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80

화각보석함 華角寶石函

Jewelry Box with OX-horn Ornament

세로 15cm, 가로 24cm, 높이 15cm
백골, 쇠뿔, 안료, 옻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 제작

79

나전칠기매화문함 螺鈿漆器梅花文函

Lacquered Box with Inlaid 
Mother-of-pearl Plum Blossom Design

세로 36cm, 가로 26cm, 높이 6cm
백골, 옻, 안료, 자개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78

나전주칠무궁화·당초무늬함 

螺鈿朱漆無窮花唐草文函

Red Lacquered Box with Inlaid 
Mother-of-pearl Hibiscus Syriacus 
and Scroll Design

세로 27cm, 가로 54.6cm, 높이 26cm
목재, 옻, 안료, 자개

2015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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