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디자인 심화연구DNA

선비문화와 사랑방가구

심화연구자 박 영 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

CONTENTS

제 부 선비문화와 사랑방1

장 선비문화1

선비의 의미1.

선비의 이념2.

선비의 일상3.

장 한옥과 사랑방2

한옥 구조와 전통 가구1.

사랑방의 역할과 분위기2.

제 부 사랑방가구2

장 사랑방가구 특성1

장 사랑방가구 배치와 품목2

사랑방가구 배치1.

사랑방가구 품목2.

장 사랑방가구 제작기법3

목재1.

제작기법2.

제 부 대표디자인3

서안1.

연상2.

문갑3.

책장4.

탁자5.

붓걸이6.

필통과 지통7.

고비8.

함9.



2

제 부1

선비문화와 사랑방



3

장 선비문화1 .

선비의 의미1_

성리학 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조선은 성.性理學

리학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개국부터 교육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

였다.

고려의 국자감 을 계승하여 가장 높은 교육기관인 성균관 을 설치國子監 成均館

하고 하급 관학으로 서울에는 사학 을 지방에는 향교 를 설치하여 학,四學 鄕校

교를 통한 교육에 힘썼다 삼강행실도 세종 이륜행실도. , 1432三綱行實圖 二『 』『

오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倫行實圖 五倫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 』『

등 활발한 도서 발간을 통해 예학질서의 확립을 도모하였으며 또 소학圖 小』

을 비롯한 다양한 유교서적이 국가 주도 하에 출판되었다.學 1)

선비는 성리학 에 뜻을 두고 그 이념을 실천하는 학인 으로서 사 의性理學 學人 士

단계에서 수기 한 후 치인 하는 대부 의 단계로 나아가고 과거修己 治人 大夫 科擧

를 통해 학자 관료인 사대부 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士大夫

선비라는 용어는 용비어천가 에 선 라는 표기로 처음 나타나며 유생 ,儒生『 』 

유사 소유 노유 를 의미하였다 즉 조선 초의 선비는 유학을 공, , .儒士 小儒 老儒

부하여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나 관리가 된 사람을 가리켰다.

이후 중종 대에 최세진이 편찬한 자서 인 훈몽자회 에는 유 가字書 訓蒙字會 儒『 』

선비 유로 나와 있고 뜻을 보충하여 수도공학왈유 즉 도덕을 지守道攻學曰儒

키고 학문에 힘쓰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선비의 바탕이 도덕과.

학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선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벼슬하지 못한 이들이 선비의 대

종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독서왈사 라고 하여 선비는 관직에 관계. 讀書曰士

없이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연암 박지원은 이러한 선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선비는 아래로 농공 과 열 하며 위로는 왕공 과 벗하는데 지위“ 農工 列 王公

로 말하면 등급이 없고 도덕으로 말하면 아사 다 한 선비가 글을 읽어 은.雅事

택이 사해 에 미치며 공로는 만세에 수법 이 된다 주역에 이르기를.四海 垂法

용 이 나타나 전야 에 있으면 천하가 문명 한다 고 하였는데 독서‘ ’ ,龍 田野 文明

1)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도록 국립민속박물관 시공테크/ , 2006 p162

2) 조선시대 유교문화 최봉영 사계절/ / , 1997,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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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 까닭에 천자는 원사 다 원사란 사람을. .原士

살리는 근본이니 그 작위로 말하면 천자이고 그 바탕 으로 말하면 선비, 身〔 〕

다 그런 까닭에 작위는 높고 낮음이 있으되 바탕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또. .

한 지위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나 선비라는 바탕이 굴러 옮겨지는 것이 아니

다 그러므로 작위가 선비에 가해지는 것이지 선비라는 바탕이 옮겨져 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3)

이 글에서 박지원은 선비가 독서에 근본한 문사로서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에서 왕공에 이르는 사농공상 모두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천자도 바탕이 선비라고 말한다. .

이러한 선비의 개념은 문사로서의 출신 배경을 지칭하는 유학 학교에 적,幼學

을 두고 공부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생도 생원 유학 이 죽었을 때,生徒 生員 幼學･

지칭하는 학생 이라는 용어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선비가 벼슬을 하지 못.學生

하면 유학 에서 출발하여 생원으로 살다가 사후에 학생으로 남게 된다 따.幼學

라서 벼슬하지 못한 선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 의 본래적 의미 즉 벼슬로서의士

의미가 약화되었다.

선비의 이념2_

조선시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가 유교 이념에 입각, , , ,

하여 조직 통치 운영되던 사회였다 선비는 유교와 그 경전에 대한 해박한, , .

지식을 갖고 당시 현안을 바라보았고 정치가로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관료로서

그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했던 것이다.

인성 에 있어 성정 과 인의 실천윤리에 있어 효제충신 과,人性 性情 仁義 孝悌忠信

삼강오륜 종교와 의례에 있어 가묘 와 관혼상제 국가체, ,三綱五倫 家廟 冠婚喪祭

제에 있어 농공상적 신분질서와 양반관료제 등이 유교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

었다.4)

배움과 행동이 일치되고 학행일치 의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인정을, ,學行一致

중요시하고 개인보다는 공적인 것을 우선하며 선공후사 살고 죽는, ,先公後私

것을 함께 하고 공생공존 의 이념과 함께 이상주의 를 실현하共生共存 理想主義

3) 조선시대 유교문화 최봉영 사계절/ / , 1997, p

4) 조선시대 유교문화 최봉영 사계절/ / , 199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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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비의 가치 지향을 위해 외유내강 청빈검약 일실주의 박外柔內剛 一實主義･ ･ ･

기후인 의 생활 태도를 갖는다.薄己厚人

일반적으로 사랑방 주인의 대부분은 학문을 중시하는 선비이므로 신분적으로

는 양반이며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층도 있었으나 대부분 중소지주층中小地主

이었다.層

선비의 일상3_

선비는 학문을 닦고 후학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벗과 함께 인생을 논하고, ,

진경산수 를 시로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거문고 비파 생황 등 악기,眞景山水 ･ ･

연주와 감상을 통해 예술을 즐기는 학예일치 의 생활을 즐겼다 자기.學藝一致

와 청동기 의 골동품을 감상하며 호연지기 와 교류의 공간,瓷器 靑銅器 浩然之氣

으로 사랑방을 매우 중요한 자리로 인식하였다.

그 외 취미로는 활쏘기 투호 전각 난 기르기 수석 감상 등이 있었으, , , ,篆刻

며 오락으로 바둑 장기 쌍륙 골패 윷놀이 종정도, , , , ,圍碁 象戱 雙陸 骨牌 擲柶 從

등을 하였다 또 글을 읽을 때 향을 피웠으며 차를 마시고 담배도 즐겼.政圖

다.

선비들은 대략 세에 천자문 유합 등의 초학서를 교재로 진서5~7 ,千字文 類合

인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세가 되면서 주자가 편찬한 소학 을. 8眞書 小學『 』

학습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문의 근본을 배양함으로써 보다 높은 대학大學『 』

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소학 입교편에 나와 있는 선비 삶의 과정 중 제 기 수학 의 단계2 修學『 』

세에는 세에 음악을 배우고 시를 읊으며 문무 인 작 을 배(10~39 ) “13 文舞 勺

우고 세에 성동 이 되면 무무 인 상 을 배우고 활쏘기와 말 타기를15 成童 武舞 象

배운다 세가 되면 관례 를 행하고 성인이 되어 한사람의 선비로 자립. 20 冠禮

하게 된다.

이때부터 예 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문무가 겸비된 대하 라는 춤禮 大夏

을 배우게 된다 이로써 선비는 육예 즉 예 악 사 어 서 수. 六藝 禮 樂 射 御 書 數･ ･ ･ ･ ･

에 대한 공부를 완성하게 된다.

세에 가정을 꾸미게 되면 비로소 남자의 일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널리30 .

배워서 세상의 일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하며 벗을 사귀되 뜻을 보아서 사귀

게 된다 하여 이 단계에서는 문 과 무 예 와 악 을 두루 겸비한 선.” ,文 武 禮 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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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서의 교양을 닦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5)

성리학적 지배 규범 하에서 예술과 교양은 양반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자 이상사회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 서, ,詩 書

화 악 이 자연스럽게 풍류의 주된 매개로 등장했다 풍류는 조선 후기에, .畵 樂

이르러 양반 관료와 사대부가 전유했던 시회 등이 양반 못지않은 지식 배詩會

경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 한층 보편적인 문화로 성

장했다.

문인들의 경우 풍류가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시나 문장의 형,

태로 전달되면서 문학적인 기능도 쌓게 되었다 시는 즉석에서 지어 노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 되다가 기록으로 남기도 하였膾炙

다 풍류는 그림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하여 산수화나 인물산수화로 나타나기.

도 했다.

또한 사군자는 선비들이 즐겨 그린 소재로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투영시키고자

했던 만큼 기품이 넘치는 풍류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차 술 담배와 같은 기호품도 풍류를 즐기는 자리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

었다 홍재전서 일득록 에는 담배는 시를 짓거나 문장을 엮. “弘齋全書『 』「 」

을 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고요히 정좌 할 때 등의 경우에도 사람에, , 靜坐

게 유익하다 고 하여 풍류를 즐기는 분위기에 담배가 효용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6)

선비들의 일상을 잘 나타낸 그림으로 단원 김홍도의 포의풍류도 를布衣風流圖

들수 있는데 흑벽에 종이창을 내고 종신토록 포의차림으로 시와 그림을 즐“

겼으면 좋겠다 는 글이 적혀 있다 그림 내용을 보면 서책과 그림그리고 벼” .

루 먹 붓으로 글을 읽고 그,･ ･

림을 그리며 중국 청동기와,

도자기등 골동을 감상하고,

비파와 생황으로 음악을 즐기

며 예리한 판단력의 검 청, ,

빈함을 상징하는 파초 잎 모,

두가 선비의 생활이자 취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5) 조선시대 유교문화 최봉영 사계절/ / , 1997, p68

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도록/ 2006, 163,164,165

그림 포의풍유도 김홍도 그림1 /布衣風流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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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한옥과 사랑방2 .

한옥 구조와 전통 가구1_

평좌생활 과 가구 형식1) 平座生活

가옥의 형태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내 가구는

가옥구조에 맞추어 제작되고 발전된다.

한국의 가옥은 바닥에서 열을 가하는 온돌 형식으로 방고래를 여러 갈래로,

만든 다음 그 위에 두꺼운 판석으로 구들을 놓고 진흙으로 메운 후 장판을

발라 방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판석이 열을 오랫동안 보존하므로 난방 효과가 높고 여름,

철에는 찬 돌의 냉기가 전달되어 시원한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평좌식 생활을 해왔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천장이 높으면 윗바람이 세어 방바닥의 열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천장을 낮게 하고 방의 폭과 길이를 좁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

이 되도록 건축했다.

이러한 한옥 구조에서 사랑방가구는 천장의 높이와 앉은키에 맞춰 낮게 제작

되었고 방바닥의 열기가 위쪽으로 통풍 되도록 가구 하단의 다리에 풍혈, 風穴

을 달았다 이 풍혈은 앉은키에서 뚫린 밑 부분이 적게 보이므로 시각적인 안.

정감도 준다.

방의 좁은 폭을 고려하여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위한 서안 과 연상 끽,書案 硯床

연도구인 담배합 재떨이 등을 모아두는 재판은 중심에 놓고 그 외의 가구들은･

벽면에 배치하여 좁은 공간을 너르게 사용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큰 창호를 문지방 위에 설치하여 뒷마당을 앉아서 내다볼 수 있도록 배

려했으며 이곳에 키가 낮은 문갑을 놓아 제한된 높이를 활용하였다, .

이처럼 좁은 공간과 앉은키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시각적으로도 어울리는 가

구는 복잡하고 큰 것보다는 아담하면서도 정리된 선과 면들로 짜인 형태가 바

람직하다.

전통 한옥의 주택 구조와 남녀유별 주거 공간2)

조선시대의 건물 배치를 보면 남향집으로서 대지가 동서보다 남북이 긴 장방,

형인 경우 사랑채는 동남쪽에 사당은 동북쪽에 안채는 서북쪽에 배치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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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대지의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으면 사랑채와 행랑채는 전면 오른쪽.

동쪽에 안채는 왼쪽서쪽에 둔다 미음자형 평면인 경우 사랑채는 동남쪽( ) ( ) .

에 사당채는 동북쪽 그리고 안채는 서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 .

집을 지을 때 무엇보다 사당터를 먼저 잡았으며 다른 건물보다 높은 자리에

세웠고 한 번 세운 사당은 헐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사당은 집안의.

중심처가 되는 동시에 모든 복의 근원지였다 사당을 동북쪽에 세우는 것은.

해가 뜨는 양 의 방향이기 때문이며 태양은 생명을 상징하고 부활을 의미하陽

며 생명력을 키워주는 존재로 믿었다 사랑채를 이에 가까이 두는 것은 사당.

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남자이며 역시 양의 방향에 두는 배려의 결과다.

조선시대 전통 한옥의 구조는 대가 에서는 사랑채와 안채로 크게 구분되大家

나 일반적인 형 가옥에서는 부엌과 안방 그리고 대청을 건너면 사랑, ‘ ’字ㄱ

방이 있다 안방과 사랑방 사이의 대청마루는 비교적 좁은 주택 구조에서 독.

립되고 안정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마감재료를 살펴보면 서민주택의 경우 부엌과 붙은 안방 바닥은 흙바닥에 삿,

자리를 깔거나 장판지 마감을 하고 벽과 천장에는 백지를 발랐지만 천장의 서

까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류 주택의 경우 방바닥은 온돌에 장판지로 마감하고 벽면에는 전주산 간장

지 남원산 선자지 영변산 백로지 평각산 설화죽청지, , ,間壯紙 扇子紙 白露紙 雪

등 흰색의 고급 종이로 도배하였으며 최상의 도배는 백능화지花竹靑紙 白菱花

로 하는 것이었다 천장은 청색 녹색 아청색 등의 능화지로 바르고 반자. , ,紙

틀에는 청지 또는 유지 를 발라 벽과 천장의 경계를 구분지어 산뜻한 느낌油紙

을 주도록 했다.7)

조선시대는 일찍이 도입된 유교적 관념에서 남녀유별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랑

채를 중심한 남자의 공간과 안채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공간으로 분할하여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담을 치고 문을 달았다 중문이 열렸을 때 마당에서.

안채의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중문간의 안채 쪽에 내외벽이나 내외담을

치기까지 하였다 내외벽은 흔히 널벽으로 세우지만 화초담을 쳐서 치장을 겸.

하기도 하였다 집에 따라서는 안채로 드나드는 문을 따로 내어 내외 관습을.

지키기도 하였다.

7) 전통목가구 김삼대자 대원사/ / 199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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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법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예기 의 내칙 에는禮記 內則『 』 「 」

예는 부부의 구별을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궁실 의 밖과 안을 구별하여“ . 宮室

남자는 외실 여자는 내실에 있어 서로 궁을 깊이 하고 문을 굳게 하는데 남, ,

자는 필요할 때가 아니면 내실에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는 그 예의상 필요치,

아니하면 문밖 출입을 삼간다.

( )”禮始於謹夫婦 爲宮室辨內外 男子居外女子居內 深宮固門 男不入女不出……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같이 앉지 않으며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 .(男女

)”七歲不同席不同食

또 주역 가인괘 단전周易 家人卦 彖傳『 』｢ ･ ｣8)에서는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잡고 남자는 밖에서 자리를 바르게 잡는다“ .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천지의 큰 도리다.”

유교의 장유유서의 관념 또한 상류 가옥의 공간 배치나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

다 사랑채의 경우 아버지가 기거하는 큰 사랑방과 아들의 작은 사랑방으로.

구분하며 안채는 보통 살림을 관장하는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며느리,

는 건넌방에서 지냈다 그러나 집이 커서 안채 별채 별당 등이 있는 대저택. , ,

이면 며느리는 별채를 쓰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활공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여,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는 학문을 논하고 후배 양성과 친분 교류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장소이며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안채는 외부와는 단절된 공간으로 가

정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

그림 는 년순조 창덕궁 내 진장각 옛터에 세워진 연경당으2 1828 ( 28) 珍藏閣

로 안채와 사랑채가 남향 하여 동서로 나란히 있어 딴채처럼 보이지만 실南向

은 한 채로 된 집이다 매우 단촐하고 아담하여 조선시대 사대부의 집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궁 안에 위치한 관계로 현재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좌측은 안채로 우측은 사랑방으로 들어가게 된 중문이 있,

다 이를 거쳐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담장으로 막고 솟을대.

문을 설치했다.

그림 은 충청도 지방의 상류주택으로 좌측 안채의 둘레는 높은 담장을 설치3

8)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 200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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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문을 통해 출입하게 되어 있으나 사랑채는 담장이 없이 앞뜰에 노출되

어 있다.

이처럼 남녀의 공간을 확실하게 구획하였으므로 생활환경과 실내분위기 주인,

의 취향에 따라 기능에 맞는 목가구들이 제작되었다.

그림 논산 윤증 고택3

그림 창덕궁 내 연경당 축소 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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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2

사랑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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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랑방가구 특성1 .

남성들의 생활공간인 사랑방에서는 선비들이 갖추어야할 덕목과 지식 사교의

장소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학문을 닦으며 이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후학을,

가르치며 토론의 장을 갖는다 또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며 중국. ,

의 서화 도자기 청동기 등 예술품들을 구해 감상하며 정서를 가다듬는다 그.･ ･

리고 거문고 비파 생황 등 악기를 연주하며 정악으로 몸과 마음자세를 바, , ,

로하고 가무를 감상하며 풍유를 즐긴다, .

이와 같이 선비의 학문을 닦는 주된 일과 함께 일상적인 일들이 정신적인 면

이 강한 것이어서 사랑방은 정적인 분위기가 필연적이다 또한 집안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의 객관적 규범과 주인의 인격 덕망 학식 안목 취향에 따라, , , ,

특성 있는 실내 공간으로 꾸며졌다.

남성들의 사랑채는 선비들의 인격을 수행하고 학문을 닦는 정신적인 면이 강

조된 검소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구성되고 안채는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가정,

의 화목을 도모하는 곳이어서 온화한 분위기와 여성의 취향을 살려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꾸며진다.

남녀 공간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으므로 두 공간에서 사용되는 가구들은 형

태와 용도에 따라 형식 구조 재질 무늿결 비례 색채 등에서 조형양식이, , , , ,

서로 독특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한국 목가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커

다란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랑방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 공예재료는 목재이다.

자연 무늿결의 순수함과 부드러운 질감 어떤 형태로든 제작이 용이한 연질이,

며 주변 나무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생활공간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

문이다 단순하고 검소하게 보이는 소나무와 오동나무가 주로 사용되고 가구. ,

또한 크고 육중한 것 보다는 작고 아담하며 비례가 좋은 가구들이 배치되었

다 안방용 가구는 아름다운 나뭇결 의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먹감나무가. 木理 ･ ･

애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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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랑방가구 배치와 품목2 .

사랑방가구 배치1_

일반적으로 선비들의 생활공간은 사랑 으로 공부하는 서재 는 문방,舍廊 書齋 文

이라 부른다 서재는 마음을 닦아 맑게 한다는 의미로 청재 나 산재.房 淸齋 山齋

로도 불렀다 서제는 문방생활에 꼭 필요하고 지적 사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결하고 검소한 기물들로 꾸며진다 학문의 기본적인 문방사우 즉 종이 붓. 紙･

먹 벼루 를 중심으로 문방제구와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놓여진다.墨 硯篳･ ･

사랑방의 가구 배치를 살펴보면 방주인의 사회적 지위 사고와 이념 취향에, ,

따라 방의 규모와 분위기 등에서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늘날 궁궐이나 종갓집 고택 에 배치된 가구들은 당시 집주인의 사회적, 古宅

상황이나 지방색 지방 고유의 가구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가구들로,

서 여러 지방에서 같은 형식의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통 가구.

보존의 부재는 근대문명의 도입과 일본 침탈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옥 및 가,

재의 소실과 더불어 전통에 관한 현대인들의 관심 부족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

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학식 이념과 업적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

가옥 구조와 가구 배치 가구의 지방적 특성 가구의 조형성 등을 고려하여, ,

고가구 선정이나 복제 가구를 제작하여 배치함이 바람직하다.

권위적 사랑방가구 배치 그림1) ( 4,5)

실내 규모가 크고 권위적이며 귀족적인 분위기의 사랑방 공간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위한 서안 과 연상 일상용품인 등가 수로, ,書案 硯床 燈架

등이 중심에 놓이고 그 외의 가구들은 벽 쪽에 위치했다 문지방 위에는.手爐

큰 창호를 달아 앉아서 뒷마당의 자연을 내다볼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안쪽,

에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키가 낮은 문갑을 놓았다 벽면에는 붓걸이와 고비처.

럼 작고 간결한 구조의 소품들을 부착하고 책장 책궤 등을 놓았다, , .冊欌 冊櫃

가구에 낮은 다리를 달아 방바닥의 열기나 한기가 위쪽으로 통풍되게 만들고,

풍혈 을 달아 앉은키에서 뚫린 밑 부분이 적게 보이도록 시각적 안정감을風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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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좁은 공간과 앉은키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시각적으로도 어울리는 가

구는 복잡하고 큰 것보다는 아담하면서도 정리된 선과 면들로 짜인 형태가 바

람직하다.

사랑방가구는 아랫목에 남성의 기백 또는 인생의 좌우명 을 적은 시氣魄 座右銘

나 사군자 그림이 그 방의 주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詩 四君子

실내의 중심부인 아랫목에는 글을 읽거나 쓰는 용도 외에 내객 과 마주 앉來客

은 주인의 위치를 지켜주는 서안과 그 측면에 문방사우 인 종이 벼,文房四友

루 먹 붓을 넣는 연상 을 놓았다, , .硯箱

서안의 옆에는 낮고 넓은 사각의 목판 형 재판이 있어서 연초합 타,木板 煙草盒

구 재떨이 담뱃대 등 끽연구 를 한데 모아 정리하여 사용에 편리, ,唾具 喫煙具

하고 또 단정하게 보이도록 했다.

서안 옆에는 야간에 일상생활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필요한 불을 밝히는

촛대 또는 등가 가 자리하고 있는데 단순한 형태로서 목재 무쇠 유기로, ,燈架

제작된 것들이다 방 안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좌등 은 윗목이나 대청. 坐燈

에 배치한다.

문갑 은 중요 기물이나 문방용품을 보관하는 가구로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文匣

지방 아래 공간이나 측면 벽에 놓여진다 이는 서안과 같이 낮게 제작되어 벽.

면에 시원한 여백을 줌으로써 생활공간을 너르게 보이도록 한다 사랑방 문갑.

중에는 공간으로 구성된 공간문갑 이 있어 생활공간과의 조화에 세심空間文匣

한 배려를 보이고 있다.

문갑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세로 폭을 좁게 설계하였으며 천판에는

필통 지통 향꽂이 소형 함 등 문방생활 소품들을 올려놓고 다목, , ,筆筒 紙筒 函

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했다.

작고 아담한 문갑과 머릿장은 머리맡에 놓이는데 내부에는 문서 열쇠 등 귀,

한 문방구류 등을 보관하고 천판에는 서류함 서책 몇 권 망건통 연적 등, , ,

문방소품들을 올려놓는다 문갑 상부의 벽면에는 편액을 걸기도 하고 간결한.

붓걸이를 부착하기도 한다.

윗목에는 책을 넣어두는 책장을 배치하는데 원래 대가 에서는 서고 가大家 書庫

따로 있어 책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가까이 두고 항상 읽는 책들을 위해 실내

에 자그마한 책장을 두었다.

책장은 책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굵은 골재 와 견고한 짜임이骨材

중요시 되었으며 습기나 벌레로부터 책을 보관하기 위해 주로 오동나무 판재

를 사용하였다 천판에는 문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함이나 상자를 올려놓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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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얹어놓는 탁자 는 가느다란 골재 와 층널로 구성되어 실내 공간에卓子 骨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쾌적한 면분할과 비례는 한국 목가구의 정

선된 미를 대표하고 있다 하겠다.

탁자는 하층 을 둘러막은 층 탁자와 전체가 층널로만 구성되어 책과3 4 5下層 ･ ･

문방상완품 을 얹어 놓게 만든 사방탁자가 있다.文房賞玩品

벽면의 여백에는 서찰 과 두루마리 종이를 꽂아 그 기능과 함께 장식효과書札

를 겸한 고비를 걸었다 고비는 오동나무 소나무 대나무 종이 등 여러 가. , , ,

지 재료들로 제작되었는데 주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실내에 배치된 가구들

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풍류를 즐기기 위한 거문고 비파 등도 세워 놓. ,

았다.

이 밖의 사랑방 용품으로는 중요 서류와 기물을 보관하는 함과 상자 의관을,

위한 망건통 탕건통 갓통 오수를 즐기기 위한 목침 윗몸을 의지하는 팔걸, ,･ ･

이 여행과 풍수를 위한 선초 나침반 표주박 심신단련과 여가 선용을 위한, ,･ ･

화약통 화살통 바둑판 등이 있다.･ ･

사랑방의 가구배치에서 목가구와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서화書畵

이다 서화는 예술품 감상을 통해 사고를 키우고 실내에서 자연을 느끼며 생.

활의 여유를 갖게 한다.

그림을 거는 데도 기본이 있다 전하는데 홍만선 이 지은, (1643~1715)洪萬選

산림경제 에는 방 안에는 서화를 한 축 정도 걸고 크지 않은“ ,山林經濟『 』

소경 이나 화조 가 알맞다 색이 있는 진채 는 단묵 만 못하다. ”小景 花鳥 眞彩 單墨

했으니 한 폭의 묵화 가 선비의 격조에 어울린다는 말이다.墨畵

또 서가 에 잡서 를 꽂아두지 말며 책을 높게 쌓아올려도 속기 가“ 書架 雜書 俗氣

난다 책상이나 연상 에는 운각 을 새기지 말며 금구 장식과 주”,“ ,硯床 雲脚 金具

황칠 은 피하고 무늬목으로 고담하게 하라 문갑에도 유난스럽게 기화.朱黃漆 奇

를 새기지 말라 조촐할수록 좋다 했다. .” .花

이렇듯 화려한 조각이나 칠 금속장석은 현란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얻을 수,

없으니 자연적인 무늬목으로 고결함을 취하라는 뜻이다.

강이나 바닷가의 가옥에서는 들과 산 그림을 들과 산의 가옥에서는 강이나“ ,

바다 그림 여름에는 겨울 그림 겨울에는 여름 그림을 건다 고 하였는데, , .”

이로써 조선시대의 단아한 사랑방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으며 당시 선비들이

취해야 했던 규범들이 엄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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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사랑방가구 배치 그림2) ( 6, 7)

실내 규모가 작고 아담하며 검소하고 선비의 강직함이 돋보이는 정적인 공간

의 사랑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랫목에는 검소한 서안을 중심으로 그 옆에 연상이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 연

적과 두루마리 종이를 놓는다.

머리맡에는 낮고 작은 문갑을 배치하고 그 위에 작은 상자나 책자를 몇 권

둔다 그 위 벽면에 망건통을 건다. .

그 옆 방바닥에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목침이 있다 무쇠나 목재로 만든 등가.

그림 사랑방가구 배치 아랫목4 -

그림 사랑방가구 배치 윗목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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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글을 읽거나 쓸 때 불을 밝혀 준다 아랫목에는 두꺼운 보료보다는.

종이로 꼬아 엮어 만든 후 옻칠한 자리를 깐다.

서안의 우측 벽면에는 공간문갑이나 벙어리문갑을 놓고 그 위에 두루마리 종

이를 꽂는 지통 연적 필통을 배치한다 문갑 상부의 벽면에는 나무나 대나무.･ ･

로 제작된 고비를 걸고 각 층에 편지를 꽂는다.

좌측 벽면 아랫목에는 자주 읽는 책을 한 질 담은 자그마한 책궤를 놓고 그

위에 연적을 올린다 서안 부근 방바닥에 재판을 두어 담배합 재떨이 부시. , , ,

쌈지 장죽과 장죽 받침대 등 끽연 도구를 한 데 모아 정리한다 벽면에는 가, .

느다란 골재로 면분할이 잘 되어 있는 붓걸이를 걸어둔다

그 옆 벽면에는 한 축의 서화를 건다 그림은 마주보게 걸지 않으며 한 폭.“

족자를 늘어뜨린 밑에는 단탁 을 놓고 자그마한 괴석이나 화분을 놓으면短卓

아담하다 는 기록을 근거로 그림을 배치하며 그 아래 낮은 반 위에 난화.” 盤

분이나 괴석을 배치한다.

윗목에는 사층사방탁자를 배치하여 간략한 서책과 연적 필통들을 진열한다, .

또한 방의 크기에 따라 책궤를 몇 단 쌓아두거나 책탁을 두어 늘 가까이 하

는 책들을 곁에 두고 읽는다.

방 중앙에는 곱돌로 제작한 수로 를 배치한다.手爐

그림 사랑방가구 배치 아랫목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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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가구 품목2_

사랑방에 사용되는 가구로는 문방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글을 읽고 쓰

기 위한 서안 지필묵 을 보관하기 위한 연상 필통 지통 책을 보관하, , , ,紙筆墨

는 책장과 책궤 중요 기물을 수장하기 위한 함과 상자 그밖에 많은 소품이,

있다.

이러한 사랑방가구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글을 읽고 쓰기 서안 경상 서탁1) - , , 書卓

벼루 보관 연상 연함 연갑2) - , , 硯匣

책 보관 책탁자 삼층탁자 책장 책궤3) - , , , 冊櫃

종이 보관 지통 고비4) - ,

붓 보관 필통 필가 필격5) - , ,筆架 筆格

중요 기물 보관 이층장 갑게수리6) - ,

서류 보관 서류함 상자6) - ,

끽연도구 보관 재떨이 장죽 장죽걸이 연초합7) - , , ,長竹

의관 보관 의걸이장 망건통 탕건통 관모함8) - , , ,

그림 사랑방가구 배치 윗목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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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목침 팔걸이 좌장 합죽선 안경집 수로9) - , , , , ,木枕 坐杖 手爐

장 사랑방가구 제작기법3 .

사랑방가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장인 에게만 의존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들.匠人

은 제작기술은 완벽하나 선과 면의 처리 비례감각 글과 그림에 대한 이해, , ,

질감을 통한 재료의 선택에서 사고 의 수준이 주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선.思考

비의 이상과 취향에 맞는 격조 높은 목공품을 제작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적극적인 관찰과 지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 목가구가 지금까지도 현대인의 주생활 속에 놓이는 이유는 조형적인 아

름다움과 중후함을 즐기는 감상용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품으로서의

가치도 높기 때문이다.

목재1_

한국의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기온의 차가 심하고 산지가 많아 수

종 이 다양하여 용도에 따라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재목을 구하기가樹種

용이하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하여 생기는 자연적인 나무의 아름다운 무늿결.

은 복잡한 장식이나 조각 칠 등으로 목가구를 치장하는 것을 대신하였다, .

이러한 것은 가능한 인공적인 면을 줄이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는

한국적인 미의 개념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더욱이 사랑방의 문방생활에서.

는 단순과 검소가 강조되었으므로 자연 목리를 활용한 가구들이 주류를 이루

었으며 취향에 따라 정교한 조각을 한 것도 있다 따라서 사랑방가구는 목공, .

재료의 선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소나무1)

한옥의 기둥에서부터 실내가구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종

으로 수축팽창의 변화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 나뭇결이.

고우며 기름칠을 하지 않고 걸레질만 해도 윤기가 난다.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나뭇결이 시각은 물론 촉감으로도 부드럽고,

소박한 질감으로 인해 검소한 선비 취향에 잘 맞아 서안 연상 책장 서류함･ ･ ･ ･

등가 목침 재판 등 문방가구에 널리 애용되었다.･ ･



20

또 가구의 기둥과 쇠목 동자 등의 골재와 장 농의 양측과 뒷면 판재로서도, ･

폭넓게 사용되었다.

오동나무2)

종이나 의복 등 습기에 약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데는 오동나무가 제격인데 이

는 특수섬유질로 인해 건습 조절이 용이하고 판재를 얇게 켜도 터지지 않乾濕

고 가볍기 때문이다.

서류나 의복 중요 기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필통 지통 연상 망건통 탕건, ･ ･ ･ ･

통 갓통 그리고 함과 상자 등에 널리 애용되었다 넓은 판재로는 장 농 함 거.･ ･ ･ ･

문고 등을 만들며 좋은 무늿결의 판재는 장 책장 문갑의 복판재로 또 필통, ,･ ･ ･

지통 연상 상자 함 고비 등에 쓰였다 결혼 때 새살림의 장과 농에 필수적으.･ ･ ･ ･

로 사용되어 혼수목 이라고도 한다.婚需木

판재의 색이 희고 표면이 무른 점이 흠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깥 면에,

사용할 때는 표면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후 볏짚으로 문질러 부드러운 섬유질

은 털어 내고 단단한 무늿결을 남게 하는 낙동법 을 사용한다 판재의.烙桐法

표면이 검고 광택이 없어 청빈검약 정신에 부응하는 검소한 분의기를 추구하

는 사랑방용품 재료로서 적당하다.

느티나무3)

느티나무는 동네 어귀나 쉼터에서 그늘을 만들어 쉬게 하는 정자목으로 수명

이 길며 높고 굵게 잘 자라는 나무이다 다른 수종에 비하여 무늿결이 다양하.

고 독특하게 생성되어 목가구의 형태와 쓰임새에 따라 알맞은 부위의 성질과

무늿결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나뭇결이 그림을 그린 듯한 아름다움이 있는 반.

면 분명하고 강한 느낌도 주게 되어 남성과 여성용품에 널리 사용되었다.

옹이나 밑동 근처의 용이 뒤엉킨 형상을 한 무늬목을 용목 이라 부르는데龍木

상자나 소품의 판재 부분이나 미장재료로 널리 활용된다.

먹감나무4)

단단한 감나무에 자연적인 검은 먹이 들어 있는 먹감나무는 부드러운 질감과

추상적인 독특한 무늬를 보여준다.

궤처럼 넓고 두꺼운 판재를 사괘물림 하여 사용할 때는 무리가 없으나 얇게,

사용하면 쉽게 비틀어지거나 터지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는 소나무나 오동

나무 판재를 뒷면에 엇갈려 붙여 부판으로 제작한 후 사용했는데 이는 서양의

합판과 같은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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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감나무 판재는 황갈색을 띄고 있는 바탕과 검은 먹색이 어울려 부드러우면

서도 향토색이 짙은 장식적 효과를 내고 있다.

사랑방의 문갑 탁자 머릿장 연상 필통 망건통 등 문방가구에 사용되었다.･ ･ ･ ･ ･

배나무5)

배나무는 눈매가 곱고 탄력 있고 단단하여 대추나무 회양목 등과 함께 인장이･

나 선초 장도 등 정교한 각을 내기 위한 조각재로 쓰인다 또한 매우.扇貂 粧刀･

단단하여 크기에 비하여 무거운 힘을 감당할 수 있으며 무늿결이 강하지 않,

아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탁자 장과 농의 기둥과 쇠목 문변자 등 골, ,

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참죽나무6)

참죽나무는 굵은 선의 나뭇결이 느티나무와 닮아 곱게 보인다 또한 느티나무.

에 비하여 뒤틀림이 별로 없고 큰 힘을 견딜 수 있어 책장 탁자 문갑 등 비, ,

교적 힘을 많이 받는 가구의 기둥과 쇠목 문변자 등의 골재로 사용되며 특히,

붉은색을 띄고 있어 목리가 돋보이는 검은 오동판재와 잘 어울린다.

조선시대 목가구는 이처럼 다양한 수종을 이용하고 자연적인 나뭇결의 아름다

운 판재를 좌우대칭으로 구성하여 화려한 칠과 장식을 대신했는데 이는 가능,

한 한 인공적인 면을 줄이고 자연과 순수의 미를 추구하는 한국적인 미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학문을 중시하고 청빈검약을 생활태도로 하는 선비 거처의 사랑방가구에서는

단순하고 검소하게 보이는 소나무와 오동나무가 주로 사용되고 가정생활의,

중심이며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안방용 가구는 아

름다운 나뭇결 의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먹감나무가 애용되었다.木理 ･ ･

그림 느티나무9그림 느티나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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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법2_

짜임과 면분할1)

목재의 선택과 함께 가구의 구조와 짜임새가 중요하다.

한서 의 차이로 인해 목리가 뚜렷한 나무는 아름다운 판재를 구성할 수 있寒暑

는 장점이 있으나 기후에 따라 수축팽창이 심하므로 넓은 판재는 휘거나 터지

기 쉽다 따라서 짜임과 이음에 대한 구조적인 복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판. ,

재로 구성된 장과 농의 전면 을 쇠목이나 동자 등의 골재로 분할하여 머름前面

칸이나 쥐벽칸 복판 등 좁은 면들로 재구성하였다, .

골재가 주축을 이루거나 탁자 처럼 골재와 층널로 구성되는 간결한 가구는卓子

내적으로는 견고하고 외적으로는 부담을 주지 않는 단순한 결구 즉 짜임새와,

이음새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한 부위에만.

접착제와 대나무못을 사용할 경우 그 결구는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목가구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건실한 구조

로 짜여 있으며 그 짜임과 이음의 기법은 매우 치밀하다, .

이러한 짜임과 이음은 간결한 선과 면분할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목가구에는

그림 참죽나무11그림 물푸레나무10

그림 오동나무13그림 먹감나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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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것으로 용도와 재질 그리고 부위 의 응력에 따라 구조와 역학, 部位 力

은 물론 시각적인 효과를 감안한 격조 높은 기법으로 발전되었다.學

또한 면분할 은 서랍이나 여닫이문 그리고 수장 공간을 고려하고 전체,面分割

힘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계획적인 디자인 시도가 필요하였다 조선시대 가구.

의 선과 면의 배분은 한국적인 독특한 비례감각으로 발달하여 가구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간이나 주택양식에도 잘 적응되고 있어 그 미적 감각은 오늘

날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짜임새의 상세는 다음과 같다.9)

그림 손가락물림15

그림 연귀촉짜임16 그림 연귀촉짜임17

그림 탁자의 연귀촉짜임18 그림 탁자의 연귀촉짜임19

9) 한국의 목가구 박영규 삼성출판사/ / , 1982, p66,123,117

그림 손가락물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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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귀촉짜임 탁자20 /
그림 연귀촉짜임탁자21 /

그림 연귀촉짜임 탁자22 / 그림 촉맞짜임 책탁자23 /

그림 내다지긴촉짜임24

책탁자/

그림 두루마리천판과 귀 맞짜임25

경상/

낙동법2) 烙桐法

오동나무는 건습조절이 용이하여 종이나 섬유를 보관하는데 유용하다 또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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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넓은 판재로도 터지지 않으며 광택이 없어 사랑방용품에 제격이다 그러나.

나무가 희고 무른 단점이 있어 표면을 뜨거운 인두로 골고루 지져서 태운 후

볏짚으로 문질러 단단한 무늿결만 남기고 연한 표면은 깎여 나가게 하는 낙동

법을 사용한다 이때 검게 탄 색감이 인위적으로 채색된 것보다 자연스럽고.

검소하고 점잖게 느껴진다 따라서 사랑방용품인 문갑 서류함 연상 서안 책장. ･ ･ ･ ･

등에 널리 사용된다.

오동나무 외에 소나무 잣나무도 낙동법을 활용한 예를 볼 수 있다, .

칠3) 漆

가구 표면의 칠은 생칠 주칠 흑칠 그리고 일반 기름칠이 있다 이는 가구의.･ ･

표면에 흠이 생기거나 때가 묻는 것을 막고 방수와 함께 건조된 나무에 적당

한 양의 기름을 바름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키고 동시에 미장효과 를 얻美裝效果

기 위함이다 자연색 그대로의 표면에 칠을 하여 신선한 분위기를 얻기도 하.

나 나뭇결을 잘 살리고 또 중후한 감을 주기 위해 착색한 후 칠을 하기도 한,

다.

착색은 황토분 석간주 치자 등을 물에 타서 바르는데 이때 좀, ,黃土紛 石間硃

더 진한 색을 얻기 위해 먹물이나 고운 검은흙을 섞어 바르기도 했다 이를.

마르기 전에 걸레로 원하는 색만큼 닦아내고 그 위에 피마자 잣 호두 콩 오･ ･ ･ ･

동 등의 식물성 기름을 바른다 이후 헝겊으로 곱게 문질러 자연 그대로의 질.

감을 살리는데 식물성 기름은 나무의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하여 트는 것을,

막아 기물을 보호하고 은은한 광택으로 아름다움을 더해 널리 애용되었다.

필통 지통 함 연상 등의 소품과 책장과 같은 고급스런 대형 가구에도 옻칠, , ,

을 하였는데 옻칠은 그 특성으로 인해 기물을 보호하고 벌레가 먹지 않고生漆

또 썩지 않으므로 다른 칠에 비해 격조 있는 광택으로 고급스럽게 보인다 그.

러나 가격이 높아 고급 가구에만 사용되었다.

그림 낙동법26

그림 낙동법27 그림 낙동법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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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장석4) 金屬裝錫

사랑방가구는 검소함을 강조하여 화사한 금구장석을 가능한 배제하고 필수적

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용도로만 부착하였다 그러나 취향에 따라 화사하고.

권위적인 면이 돋보이는 장석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무쇠 주석 백동, 朱錫 白銅･ ･

장석을 가구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선택하였다.

무쇠장석은 현재 남아 있는 사랑방 목공예품 중 세기의 함 책장 등 형17 18 ,･

태가 단단하게 보이거나 대형 가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다른 장석에 비하여,

투박하고 검어서 검소하고 단순함을 강조하는 선비의 취향에 걸맞았다 특히.

사랑방가구에 즐겨 사용된 소나무와 오동나무에 잘 어울려 널리 애용되었다.

주석장석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구리 주석 백, ,

동 시우쇠를 합하여 만든다 이는 배합 비율에 따라 성질과 빛깔이 달라지는, .

데 비교적 연질 이어서 자유롭게 오려낼 수 있고 또 음각 양각 투각이 용軟質 ･ ･

이하다 밝고 화사하여 장식적 효과가 크므로 단순한 형태로 제작하여 이용하.

였다.

그림 오동나무와 무쇠장석29 그림 무쇠장석30

그림 무쇠장석31 그림 주석장석32

백동장석은 조선 말기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희고 깨끗하여 단아한 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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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나뭇결보다 금속장석에 치우치던 세기 초의 가구에 성행했으며 음각. 20 ･

양각 투각 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었다.･

이러한 금속장석들은 문을 여닫는 경첩 들어서 옮기거나 당기는 들쇠 짜임, ,

새와 이음새를 견고히 하는 거멀장석 모서리를 보강하는 귀장석 자물쇠앞바, ,

탕 고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다 대체로 조선시대 초기에는 단순한 형, .

태로 기능적이고 필요한 부분에만 보조적으로 쓰였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복

잡한 형식의 장식적 효과가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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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3

대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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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디자인 선정 기준￭

사랑방가구

한국의 역사성 전통성과 한국적 미의식이 잘 반영된 가구,･

한국 목가구의 특성이 돋보이는 가구･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선비정신이 반영된 단순 검소 쾌적한 비례 등을 잘, ,･

갖춘 가구

적절한 목재 선택과 짜맞춤 금속장석 활용 등 제작기법이 한국적 규격에,･

잘 적용된 가구

현대적 안목을 적용해도 뛰어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미래의 한국적 가구･

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가구

서안1) 書案

서안은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한 문방가구로서의 용도 외에 주인과 내객 또來客

는 연장자의 위치를 지켜주는 중추적인 사랑방가구이다 비교적 좁은 사랑방.

의 중심 공간에 놓이므로 유동성을 고려하여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되고 또 안정되고 검소한 분위기의 모양새와 재목의 선택이 필수

적이다.

경상 과 서탁 은 서안의 일종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형태와 제작기經床 書卓

법 사용된 목재 등에서 뚜렷한 개성을 보이고 여러 종류가 있다, .

서안에 사용된 목재는 대부분 소나무 판재 또는 오동나무 판재를 인두로 표면

을 지져서 태운 후 볏짚으로 문질러 단단한 나뭇결만 나타내는 낙동법을 사용

한 것으로 검소한 선비들의 취향에 잘 맞는 재료를 사용했다.

느티나무로 제작된 서안은 무늬가 강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므로 오동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라 고 할 정도로 사랑방 용품은 의식적인 치장보다는 안정된”

분위기를 중시했으며 목재의 선택에도 신중했다.

서안(1) 書案

서안 그림( 35)①

세기 높이 개인소장19 , 26.5, 74.5x29.3cm,

책을 받치기 위한 천판과 넣어두기 위한 층널 이를 지탱하는 양 측면 판각,

등이 서안의 기본형이다 뚫려 있는 공간은 좁은 사랑방에 부담을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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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한 구조이며 천판이 길게 뻗어 있어 한결 경쾌하고 단아해 보인다 양 측.

면에는 커다란 능형의 풍혈이 뚫려 있고 판재의 모서리 부분에 쌍사를 둘러

단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몇 권의 책이나 소품들을 올려놓아 탁자와.

같이 전시 효과를 겸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서안에 비해 짜임과 구조면에서 내구력이 약하고 또 절제의 미를 이

해하지 못한 후손들의 훼손으로 이처럼 좋은 비례의 서안은 현존이 흔치 않

다.

서안 그림( 36)②

세기 높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9 , 26, 60x25cm,

상단에는 책을 얹고 서랍에는 잡다한 소품을 넣어 정리하도록 한 실용적인 서

안이며 서랍의 오동나무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소나무로 짜인 전형적인 선비의

것이다.

한 판의 긴 서랍 전면에 두 개의 동자를 달아 삼등분 하였는데 마치 세 개의

서랍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균제미가 느껴진다.

앞면을 향한 동자와 판각 쇠목에 두른 가느다란 두 줄의 음각 쌍사선 측널, ,

안상형 풍혈의 유연한 곡선은 직선적인 가구에 부드러운 맛을 주고 있다.

서랍 복판의 작고 단아한 주석장석은 소박한 서안에 악센트를 주며 어울리고

있다.

그림 서안35 그림 서안36

경상 그림(2) ( 37)經床

세기 높이 개인 소장18 , 29.8, 67x32.8cm,

천판의 양끝 부분에 두루마리 형태의 개판이 있고 호족형 다리를 갖추고 있는

것을 경상이라 하며 서안의 일종이다.

천판 양끝의 두루마리 형식은 중국 가구의 제탁 에서 보이는데 이는 규격祭卓

이 큰 대형 가구로서 한국 가구와는 이질감이 있다 중국가구에서 천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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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리귀가 달린 가구들의 기둥에는 굵은 직선 골재가 사용된다 반면 한국의.

경상과 책장에서는 두루마리귀의 시각적인 무게를 받쳐주기 위해 외반된 호족

형 다리를 설치하여 조형성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원래 경상은 사찰에서 사용되었는데 두루마리귀는 권책 또는 접책 으卷冊 摺冊

로 엮여 있는 화엄경 이나 법화경 등을 펼쳐볼 때 양끝으로 떨어華嚴經 法華經

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다 이런 형식이 세기 후반 사랑방에서 사용되. 16

었다는 내용의 명문이 적혀 있는 경상으로 미루어 세기 전반이나 그 이전16

에 이미 서안으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교적이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사용되던 것이 정신적이고 내면의 세계를 추구

하던 조선시대의 사랑방에까지 받아들여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경상은 천판 하단과 호족에 당초와 죽절의 풍혈을 투각하여 장식

성과 권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서랍앞바탕에 각재로 동자를 설치하여 비.

례감각을 살려 분할한 후 여의두문과 안상문을 반양각 하는데 이는 불구佛具

와 사랑방의 책장 등에 즐겨 사용된 문양이다.

그림 경상37 그림 서탁38

서탁 그림(3) ( 38)書卓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29.2, 63.5x26.5cm,

서탁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서안으로서의 용도와 벼루 필통 연적 향꽂, , ,

이 또는 몇 권의 서책을 올려놓는 약간 높은 탁자의 기능을 함께 가진 흔치

않은 문방가구로서 간혹 문인화에서 인물 곁에 놓인 가구들에서 찾을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천판의 둘레에 풍혈을 넓게 달아 묵직함을 주고 있으나 이 서탁은

두껍지 않은 가래나무 천판에 단단한 느티나무로써 길고 날렵한 구족형의 다

리를 구성하여 견고하게 짜 맞추었다 장식성이 강한 풍혈보다는 다리 상부의.

곡선을 그대로 살려 둥글게 깎은 풍혈이 천판까지 닿았는데 네 면을 부드럽,

고도 경쾌하게 보이게 한다 서탁의 검소함과 길게 뻗은 구족이 힘차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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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함을 준다.

연상 그림2) ( 39)硯床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25, 38.5x23.3cm,

연상은 문방사우인 벼루 먹 붓 종이와 연적 등의 소품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 ･ ･

두는 문방가구로 서안의 옆에 위치한다 벼루는 사용하는데 있어서 먹물이 흘.

러 주변을 더럽히거나 잘못 다루어 손상되지 않도록 연갑이나 연상에 보관한

다.

연갑 과 연상은 얇은 판재로 만든 덮개형 뚜껑이 있는 점은 공통이나 연갑硯匣

은 벼루를 넣어두는 공간만으로 구성된 낮은 형태이며 연상은 하단에 기물을,

넣는 서랍이나 빈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연상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질로써 개성이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먹감나무나 오동나무로 자연적인 목리를 살린 것 은행나무에 정교한 조. ,

각을 한 것 회양목으로 무늬를 오려내어 붙인 것 대나무로 외부를 장식한, ,

것 뚜껑 없이 노출된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

연갑은 고려시대의 초상화에 나타나기도 하고 홍만선 의 산림경제洪萬選 山林『

기록에 사랑방 비치용품으로 나열되고 있으나 연상에 대한 언급은 없經濟』

다 당시에는 연상과 연갑의 구별 없이 연갑으로 불렀거나 또는 세기 이후. 19

에 연상이 연갑의 개량품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남아 있는.

연상의 대부분이 세기 후반 것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림19 . ( 40)

연갑이나 연상에서 벼루를 넣고 덮는 뚜껑은 두께가 얇은 판재이지만 낮은,

턱을 만들어 걸쳐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다 이 판재는 뚜껑으로 단정하게.

닫아두는 용도이나 무릎이나 서안에 기대어 놓고 간단히 글을 쓰는 서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연상은 하단 공간의 가로와 세로목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버선코 모양의

선을 두른 전형적인 전라도 지방산이다 벼루를 넣는 공간의 얇은 판재형 뚜.

껑에는 낮은 턱이 있어 밀려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 판재는 무릎이나.

서안에 기대 놓고 간단한 글을 쓰는 서판의 역할도 한다.

중간층에는 숨은 서랍이 있어 소도구 보관에 유용하고 사방이 트인 공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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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는 두루마리 종이나 연적 등을 넣기도 한다.

벼루를 넣는 칸은 외짝이며 숨은 서랍 부분 앞 판재는 양 측널과 만나45°

도록 처리하여 네모난 상자처럼 보이며 전체를 동일한 판재로 구성해 단순하

게 처리했다.

규모는 작으나 다리를 높직하게 올려 너른 공간 처리가 단아하면서도 경쾌하

다 느티나무 옹이 부분이나 뿌리 쪽의 아름다운 목리 판재와 결이 없고 단단.

한 배나무 골재를 사용했다.

그림 연상39 그림 연갑40

문갑3) 文匣

문갑은 사랑방 주인 가까이 위치하여 중요 서류나 기물들을 깊숙이 넣어 보관

하는 기능이며 그 외에도 일상용품이나 필통 연적 향꽂이 등 문방생활 용품들･ ･

을 얹어 장식하는 가구이다.

일반적으로 외짝의 긴 문갑 또는 한 쌍으로 구성된 문갑들은 아랫목 측벽 면

이나 마당을 향한 미닫이문 아래 공간에 위치하며 길이가 짧은 문갑들은 머리

맡에 놓인다 비교적 천정이 낮고 폭이 좁은 한옥의 실내에서 공간을 넓게 보.

이도록 하여 한층 효과적이다 서안과 더불어 사랑방의 핵심가구로 시각적으.

로 치밀한 분할이 시도되었다.

문갑에는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머릿문갑은 자그마한 크기의 문갑으로 머리맡에 놓고 중요한 기물을 넣어두는

용도로서 키가 낮고 폭이 좁으며 여러 개의 서랍을 두어 중요 기물을 넣어, ,

두며 천판에는 연적과 필통 함 망건통 등 소품을 올려놓는다, , , .

장문갑 또는 공간문갑은 기물을 넣어 두는 기능보다는 문방소품을 올려놓으며

공간의 여백을 적절히 살려 수장과 장식적 기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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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개가 한 조를 이루는 쌍문갑으로 전면이 막힌 두껍닫이 문판을 떼어내

어 사용하며 중요한 기물들을 오랫동안 깊숙이 넣어두는 역할을 하는 벙어리

문갑이 있다.

문갑 그림(1) ( 41)

세기 높이 크기 개인 소장19 , 30.4cm, 58.6 x 24.5cm,

서류나 중요 기물들을 깊숙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방용품들을 올려놓게 만

든 문갑이다 서랍 높이를 조금씩 달리하여 하단부터 상단까지 분할하고 폭을.

등분하여 기능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였다1 2 3 .･ ･

천판과 측널의 너른 판재는 가래나무이며 서랍 복판재는 오동나무이다 숨은.

자물쇠 장치를 위한 넓은 주석장석과 상단의 천도형달개지쇠가 서로 어울려

화사하면서도 단아해 보인다.

천판에 향꽂이 필통 연적 서책 등 몇 가지 소품을 올려 장식하였을 것이, , ,

며 단순한 곧은결과 곡선의 화사한 앞바탕 주석장석 각 층의 높이와 동자로, ,

분할된 폭의 변화 등에서 계획적으로 디자인되고 주문 생산된 일품임을 짐작

케 한다.

그림 문갑41 그림 장문갑42

장문갑 그림(2) ( 42 )長文匣

세기 높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9 , 36.8, 22.5 x 144cm,

성큼한 양 옆의 다리와 세 개의 서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면분할이 여백을

형성하고 있다 간결한 구조가 문갑으로서의 실용성 보다는 연적 필통 지통. , ,

등 문방상완품 을 치장하여 주로 실내공간의 장식성을 위주로 한 문文房賞玩品

갑이다.

쾌적한 공간과 높직한 다리로 인해 비교적 좁은 사랑방을 더욱 너르게 보이도

록 하고 또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는 사랑방 분위기에는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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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판과 측널의 짜임새는 사개물림으로 견고하게 짜여 있고 천판과 세로로 된

판재 아랫널과 다리의 짜임은 촉이 표면까지 올라온 내다지긴연귀촉짜임으로,

하였다

서랍 복판의 견고한 망두형은혈자물쇠는 서류나 중요기물들을 넣어 두는 것을

의미하며 서랍의 복판과 서랍 측널의 연결은 고추잎형거멀잡이로 견고히 짜,

여 있다.

책장4) 冊欌

조선시대의 사랑방은 학문과 예술의 온상으로 서책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가 에서는 서고를 따로 두어 많은 책을 보관하였으나 항상 가까이 두고大家

읽어야 하는 책들은 책장에 보관하였다 따라서 사랑방 주인의 취향에 따라.

개성 있는 형태의 책장들이 제작되었으며 부피가 큰 책장들은 작은 사랑방이

나 골방에 두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책장은 무거운 책들을 넣어두기 위해 단단하고 굵은 기둥과 골재의 견고한 짜

임 좀이 슬기 쉬운 종이 재질을 보관하기 위한 오동나무판재 책을 자주 꺼, ,

내어도 견고한 여닫이문의 경첩 여닫이문을 활짝 열어젖혀 많은 책을 넣고,

꺼내기 편리하게 구성하는 등 제작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견고한 소나무 각재와 판재로 구성된 것과 천판과 골재 등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는 소나무를 판재에는 낙동법을 사용한 오동판재를 사용하여 중후한,

느낌과 함께 종이 재질을 보호하는 실용성이 강조된 책장이 있다 하단에 중.

요한 기물들을 다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반닫이 기능을 갖춘 것도 있다.

삼층책장 그림(1) ( 43)

세기 높이 크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8 , 134cm, 72.6 x 41cm,

단단한 참죽나무 골재이며 판재는 오동나무이다 복판은 결이 좋은 오동판재.

의 표면을 인두로 지진 후 볏짚으로 문질러 목리를 나타내는 낙동법으로 자연

미를 살리고 좌우대칭을 시도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문변자의 복판과 닿는 면을 도로 귀잡이 하여 복판이 더욱 넓고 시원스럽45

게 보인다 풍혈이 없는 성큼한 다리부분은 한층 더 격을 높이고 있으며 간. ,

결한 무쇠장석은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전체의 묵직함을 잘 받쳐두고 있다 길.

게 뻗어 있는 이마받이와 제작기법으로 보아 경기 일원의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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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삼층책장43 그림 이층책장44

이층책장 그림(2) ( 44)

세기 높이 일암관 소장18 , 99.5, 113x43cm,

이 책장은 상부 두 개 층의 여닫이문을 활짝 열어젖혀 많은 책을 넣거나 꺼

내기에 편리하도록 구성하고 하단에는 중요한 기물들을 다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반닫이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상단의 여닫이 문판이 가로로 넓어 중심부에 골재를 덧댄 새로운 면분할이 구

성되었는데 단단하고 짜임새 있어 보인다.

문판의 네 귀는 연귀짜임 하고 중간대의 맞짜임 부분에는 주석장석을 사용하

여 화사하고 부드럽게 처리했다 문판의 좌우상하를 받쳐주는 골재는 검은 색.

을 칠하고 거멀잡이장석 경첩 자물쇠걸고리장석들은 무쇠로 처리하여 중심, ,

선을 강조했는데 독특한 구성양식을 보이고 있다.

여닫이문이 만나는 중심 부분에 골재를 세워 무거운 책의 하중을 받쳐주고 양

쪽 여닫이 문고리를 의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형식은 중국 명대 가구에서 나

타난다.

천판과 측널 골재들은 소나무이고 전면에는 낙동법을 사용한 오동판재를 사,

용하여 중후한 느낌과 함께 실용성이 강조된 책장이다.

탁자5) 卓子

사방이 뚫려 있고 층널로만 구성된 가구를 사방탁자라 부른다 하층을 둘러막.

은 형태와 전체가 층널로만 구성된 것이 있으며 층에 따라 층 사방, 3·4·5

탁자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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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는 가느다란 골재와 층널 그리고 쾌적한 비례로 짜여 있어 비교적 좁은

한옥 공간에서도 시각적 공간적 부담이 없다 또 몇 권의 책이나 도자기 소, . ,

품 분재 수석 등 문방상완품을 올려놓고 장식하는 사랑방의 실용적 가구로, ,

서 그 기능이 뛰어나다.

사방탁자는 조선시대 주택 구조의 특성과 문방 생활에 필수적인 안정된 공간

에 대한 생각을 잘 반영하여 제작된 가구로 대표적이다 네 개의 층은 올려놓.

을 기물의 크기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 진열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 효율성

이 크다.

즉 하층에는 조금 크고 중후한 수석이나 여러 권의 책을 상층에는 비교적 작,

고 경쾌한 소품들을 놀려 놓는다 시각적인 안정과 정적인 분위기 연출을 위.

해 중간층을 비워서 여백의 미를 얻기도 했다 간혹 층에 여러 질의 서책을. 4

올려놓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랑방 주인의 취향과 안목에 따라 달리 정돈되었

음을 뜻한다.

기물을 안정되게 올려놓고 돋보이게 하려면 가능한 시각적 부담을 줄이는 단

순한 형태와 견고한 짜임이 필수적인데 골재가 서로 만나는 부위에 촉이 긴

연귀촉짜임 기법으로 견고하게 마감했다.

골재는 단단한 소나무 참죽나무 배나무 각재 각 층널은 오동나무와 소나무, , ,

판재가 대부분이다.

사층사방탁자 그림(1) ( 45)四層四方卓子

세기 높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9 , 149, 39x39cm,

골재로 사용된 배나무는 탄력 있고 단단하여 굵기에 비해 큰 힘을 감당할 수

있으며 눈매가 곱고 무늿결이 강하지 않아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 .

판재로 쓰인 오동나무는 종이나 의복 등 습기에 약한 물품들을 보관하는데 적

격인데 이는 특수 섬유질로 인해 건습 조절이 용이하고 판재를 얇게 켜도 터,

지지 않으며 비틀리거나 수축되지 않고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재의 색이.

희고 표면이 무른 점이 흠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깥 면에 사용할 때는,

표면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후 볏짚으로 문질러 부드러운 섬유질은 털어내고

단단한 무늿결만 남게 하는 낙동법을 사용한다.

탁자처럼 골재와 층널로 구성되는 간결한 가구는 내적으로는 견고하고 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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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부담을 주지 않는 단순한 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쇠못을 사용.

하지 않고 불가피한 부위에만 대나무 못과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그 결구는

더욱 중요하다.

이 사층사방탁자의 비교적 가느다란 네 개의 기둥과 이를 이어주는 천판의 가

로지른 쇠목은 외형으로는 단순하게 보이나 내부는 기둥과 함께 양측의 쇠목,

에 치밀하고 정교한 촉짜임으로 짜여있다 또한 천판 부위의 가로지는 굵은.

쇠목에 홈을 파서 풀칠하지 않고 판재를 끼워 넣는 턱솔짜임을 하였는데 이,

는 판재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층들은 쇠목과 층널을 턱지게 파내어 서로 얹어 놓는 형식인 반턱짜임으

로 각 측면의 쇠목들을 얇게 하여 시각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

인다.

또한 배나무 골재의 각진 모서리 부분에는 선을 따라 가느다란 모로 홈을 파

내었는데 이는 직선으로 짜여 투박하게 보일 수 있는 탁자를 한결 부드럽게

바꾸려는 의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짜임과 이음은 간결한 선과 면 분할로 이루어진 조선조 목가구에는 필

수적인 기법으로 용도와 재질 그리고 부위의 응력에 따라 구조와 역학은 물,

론 시각적인 효과를 감안한 격조 높은 기법으로 발전되었다.

사층사방탁자는 벽널이 없이 골재로만 짜여 시각적인 부담이 없고 단순 간결･

한 선과 면의 구성으로 인해 현대 주거생활에서도 다른 기물들과 어울리고,

장식장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

전통 공예품들이 형태와 비례 제작기법 등 많은 부분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탈바꿈하여 전승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이 탁자는 시대를 초월하는 디･

자인 감각을 갖고 있어 옛 모습 그대로 적응되고 있다 즉 오늘날에도 기능과.

비례 제작기법 등이 그대로 활용되어 복제품으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되고,

있다.

삼층탁자 그림(2) ( 47)三層卓子

세기 높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9 , 138, 58x37cm,

삼층탁자는 각 층에 서책을 쌓아 정돈하는 용도 외에 한 층 정도 여백을 살

려 문방용품으로 장식하며 하단의 여닫이문 안에는 가까이 사용하는 기물들,

을 넣어두는 실용적인 사랑방가구이다 간결한 선 자연의 나뭇결 등이 소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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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름다운 조선시대 목가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목가구의 특징이 면분할의 쾌적함에 있다면 탁자는 비례미를 가장

잘 살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둥의 굵기와 공간의 배치가 훤칠한 청신함을.

느끼게 한다.

탁자의 골재는 단단한 참죽나무 전면판재는 먹감나무의 아름다운 목리를 대,

칭으로 사용하여 안정감을 살리고 있다.

그림 사층사방탁자45 그림 사층사방탁자46 그림 삼층탁자47

이층책탁자 그림(3) ( 48)二層冊卓子

조선시대의 책들은 글씨가 크고 한지에 인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책에 비

하여 크고 두꺼우며 또 여러 질로 구성되어 보관할 때 세우지 않고 뉘어서

쌓아놓았다 대가 에서는 서고 나 곁방이 있어 많은 책들을 보관하였고. 大家 書庫

자주 읽는 책만을 탁자에 두고 사용하였다.

탁자는 많은 책들을 쌓아두는 기능이므로 기둥과 층널의 짜임이 견고하고 비

교적 좁은 사랑방의 실내를 고려하여 시각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간결한 형태

가 필수적이다.

그림 은 각 층이 높고 옆으로 길어 많은 양의 책을 쌓아놓을 수 있다 책48 .

장에 비하여 관리가 쉽고 부피를 덜 차지하여 실내를 너르게 보이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랑방에서 책장보다 더 많이 애용되었다 이런 형태는 다량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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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을 비치하는 너른 사랑방이나 또는 규모가 작은 사랑방 보관용 서고에,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높이에 비해 폭이 좁은 책탁자그림 도 활용도가. ( 49)

높다.

책탁자는 많은 책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잣나무와 소나무로제작

된 것이 대부분이며 굵은 기둥과 두꺼운 판재가 견고히 짜여 있다, .

그림 이층책탁자48 그림 삼층책탁자49

붓걸이 그림6) ( 50)筆架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15, 45x3cm,

붓을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 먹의 아교 성분을 빼고

말려 두어야 하는데 필통은 붓을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는 반면 붓걸이는 붓,

대를 위로 걸어 놓아 털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목재 대나무 유기로 만들었으며 판재를 박쥐나 나비 등의 형태로 깎,･ ･

은 것 만자나 기하학적 무늬를 넣어 실내장식을 겸한 것 극히 단순한 형태, ,

의 골재로 짜 맞춘 것 등이 있다.

가느다란 골재로 짜인 붓걸이는 옆으로 긴 단순한 장방형으로 뛰어난 비례감

각을 살리며 붓을 걸어 놓았을 때의 시각적인 길이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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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붓걸이50

필통과 지통7)

필통(1) 筆筒

필통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붓을 꽂아 두는 용구다 문방생활에.

필수적인 용구로서 사용하던 붓을 물로 깨끗이 씻어 거꾸로 꽂아 두며 사랑,

방가구 중에서도 주인과 가장 가까이 두고 애용하게 되므로 선비들의 취향과

개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통나무를 파내어 제작된 것이 있는가 하면 각 각 등 여러 판재를 붙여, 6 , 8

통을 구성한 것 붓의 용도와 재질에 따라 분리하여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개,

로 합쳐져 구성된 것도 있다.

주로 오동나무를 사용한 것이 많은데 통나무의 속을 파내어 얇은 판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은 오동나무의 결이 각 면과 연결된 효과를 얻고 조각의 판재들을

붙여 만든 인공적인 구성보다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함이다.

입지름에 따라 높낮이를 적절히 배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복잡한 치장이,

나 문양 없이 인두로 지져 오동나무 결만을 살리는 낙동법을 활용한 검소하고

간결한 선비적인 기품이 잘 나타난 필통이다.

그밖에 대나무 통을 한 개 또는 다른 높낮이로 개 개 개 구성하여 형3 , 5 , 7 3

제 형제 형제 필통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나무 표면에 매화 난초 국화, 5 , 7 . , , ,

십장생문 등을 조각하거나 인두로 지져 무늬를 시문하는 낙죽기법을 사용한,

것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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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 그림( 51)①

세기 높이 저경 개인 소장19 , 15.2, 13.8cm,

오동나무의 속을 둥글게 파내고 각형으로 깎았으며 바닥은 오동나무 판재를8 ,

대나무못으로 고정시켰다 비교적 넓은 바닥이 안정감을 준다. .

각 면에는 예서 를 반양각 으로 처리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그 내용.隸書 半陽刻

을 좌측으로 돌려가며 읽으면 객이“ /有客臨門 問答無人 琴書生涯 花鳥經綸

문 앞에 이르렀으나 문답할 사람이 없다 거문고와 책으로 보낸 생애요 자연. ,

과 함께 한 경륜이로다 라고 음각되어 있는데 청빈한 선비의 인생관을 의.” ,

미하고 있다.

필통 그림( 52)②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17.3, 9.3x17.8cm,

오동나무 속을 파낸 각형 통을 두 개 나란히 붙인 후 낮고 작은 각형 통8 , 8

을 반으로 쪼개어 양쪽에 덧붙여 마치 네 개의 벌집처럼 구성하고 바닥 전체,

에 한 장의 오동널을 붙였다.

통나무의 속을 파내어 얇은 판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은 오동나무의 결이 각

면과 연결된 효과를 얻고 조각의 판재들을 붙여 만든 인공적인 구성보다는 자

연적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함이다.

입지름에 따라 높낮이를 적절히 배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복잡한 치장이,

나 문양 없이 인두로 지진 오동나무 결만을 살리는 낙동법을 활용하여 선비적

기품을 잘 나타냈다.

그림 필통51 그림 필통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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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통(2) 紙筒

지통은 축으로 된 색간지나 종이를 꽂아 보관하는 문방가구로 가량의, 24cm

축 으로 된 색간지나 종이 두루마리는 서너 개를 함께 지통에 꽂아 문갑이나軸

머릿장 책장 위에 올려서 보관한다 그러나 가량 되는 긴 종이 두루마, . 45cm

리는 좀 더 크고 깊은 지통에 꽂아 방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였다.

지통의 대부분은 굵은 오동나무 통목 내부를 원통형으로 파내고 바닥은 소나

무 판재로 덧대어 구성하였으며 표면 전체에 낙동기법을 활용하여 묵직하면,

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밖에 재질이 치밀하고 부드러워 조각이 쉽고 무늬의 사실적 표현이 가능한

은행나무 판재로써 저경보다 구경이 넓고 약간 외반 되게 각의 형태로 짜8

맞춘 전형적인 필통이 있고 지통의 형태에 입체로 사군자문 또는 십장생문을,

사실적으로 투각한 것도 있다.

지통 그림( 53)①

세기 높이 구경 저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9 , 15, 16.2, 15.3cm.

무늬가 아름다운 오동나무의 옹이나 뿌리 부근의 판재로 짜 맞추고 인두로 지

져 목리를 살린 낙동법으로 처리된 각 지통이다 연약한 오동나무 재질을10 .

보호하기 위해 구연부와 저변에 배나무를 덧붙였으며 하단을 세 개의 받침목

으로 성큼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 필통으로 미루어보아 주변의 책장 서안 문갑 등이 묵직한 오동나무로 제작･ ･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죽제지통 그림( 54)竹製紙筒②

세기 높이 구경 저경 일암관 소장18 , 15, 18.6, 15.3cm,

굵은 죽통 을 반으로 쪼갠 후 하단을 상단보다 약간 좁게 만든 일곱 통을竹筒

붙여 자연스럽게 구연부가 넓은 화형을 구성하였다.

아교로 붙인 각 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행나무 판재를 저변 형태로 파내어

상부를 고정시킨 다음 죽절형으로 깎아 통일성을 주었다 또 바닥의 기우뚱거.

림을 막기 위해 바닥의 바닥면을 깊이로 파내었다2mm .

각 면의 무늬는 민화의 소재인 해 구름 잉어 소나무 연 기러기 국화 벌 괴, ,･ ･ ･ ･ ･ ･

석 대나무 새 소나무 사슴 파초 운학 매화 종달새를 마치 그림을 그린 듯, , , ,･ ･ ･ ･

정교하게 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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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외의 바닥은 얇게 긁어내고 검은 칠을 하여 무늬가 돋보이도록 했는데,

이는 분청사기의 박지문 과 같은 기법이다.剝地紋

그림 지통53 그림 죽제지통54

고비8) 考備

고비는 서찰이나 시전 등을 끼워 보관하면서 벽면을 장식하는 가구로 고비考

외에 고비 로도 표현된 예가 있으나 그 근원이 확실치 않다.備 高飛

오동판재로 된 전면 판재의 중앙에 매화나 대나무문을 음각하거나 만자문卍字

을 투각하여 그 사이로 편지지나 색각지가 투영되는 효과를 노렸다.文

평좌식 생활로 인해 천장이 낮고 폭이 좁은 실내에서 문갑과 인접한 벽平坐式

면 공간을 붓걸이 또는 고비로 장식하여 여백을 살리고 안정된 분위기를 추

구하였다 실내 분위기는 물론 주위 가구들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또 주인의.

취향과 안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생활양식이 서구화 되면서 규격화된 봉투를 세워 꽂아두는 편지통이 사용되면

서 고비의 기능이 점차 사라져 현존하는 숫자가 많지 않다.

고비 그림(1) ( 55)

세기 높이 개인소장19 , 72, 18.2x7cm,

중앙에는 만자문 정자 를 상 하에는 돌린 만자문을 배치했다45° .卍字文 正字 ･

삼각모로 날카롭게 투각하여 그 사이로 편지지나 색간지 가 투영되는 효色簡紙

과를 노렸다 전면 판재와 가로지른 측널과의 짜임은 전면에 주석못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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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식효과를 높이고 뒷면에서는 대나무 못으로 고정시켰다 뒷널의 상하 끝.

부분에는 둥근 골재를 끼워 걸고리 부착 기능과 함께 중후함을 주고 있다 은.

행나무이다.

죽제고비 그림(2) ( 56)

세기 높이 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9 , 82.8, 21.2x8.3cm,

고비는 나무로 짜인 것이 대부분으로 죽제 는竹製

흔치 않다 그러나 가느다란 대나무 사이로 종이가.

투영되는 효과는 장식적인 고비의 성격을 잘 살리

고 있다 이 고비는 굵거나 가는 선 각지거나 둥. ,

근 면 직선과 곡선으로 대나무의 특성을 잘 살려,

가로선과 세로선의 비례 그리고 면분할을 신중히

고려해 구성하였다.

세로로 서 있는 굵은 네 기둥은 왕대의 외피를 얇

게 처리하여 세 겹을 붙이고 그 외의 다른 선들은

두 겹으로 붙인 후 대나무못으로 고정시켰다 이것.

은 두꺼운 통대를 그대로 사용하면 단단하지 않고

끝맺음도 곱지 않으므로 두껍지 않아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외형도 대나무의 앞뒤 없이 고운 것을 얻

기 위해 복잡한 공정을 감수하면서도 시도한 결과

이다.

서로 만나는 짜임 부분에는 한쪽 끝을 둥글게 깎

고 다른 한 쪽은 송곳으로 구멍을 파서 촉짜임으

로 견고히 처리했다.

전면 중심부 세 개의 층에 종 으로 서 있는 가느縱

다란 선들은 속이 빈 오죽 이나 죽관 에 가烏竹 竹管

느다란 대나무침을 끼운 다음 가로지른 쇠목에 고

정시켰으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것은 둥근 죽.

관의 굵기가 가로지른 쇠목과 같아서 견고히 고정

시킬 수가 없으므로 외형적인 효과를 고려한 방법

이다.

대나무의 성질을 십분 이해하고 숙련된 기술을 소

유한 죽장 이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竹匠

그림 죽제고비56

그림 고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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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9) 函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한데 모아두고 편리하게 사용하거나 안전을 위

해 깊이 보관해 두는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기능에 맞춰 수장에,

편리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보다 안전하도록 잠금장치도 달게 되었다.

이런 수장가구들은 함 갑 상 궤 합 으로 불리며 사랑방 안방, , , , , ,函 匣 箱 櫃 盒

부엌 등 집안 전체에서 매우 다양하고 널리 사용되었으며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형태 재료 제작기법 또한 독특한 개성을 갖고 발달되어 왔다, , .

검약정신이 강하고 단순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선비의 문방생활에서는 보관

하고 정돈하는 것이 생활화 되었으며 주인의 취향과 사랑방 분위기에 어울리

는 형태의 함과 상자가 제작되었다.

넣어두는 기물의 크기와 형태에 맞춰 제작되고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단풍, , ,

나무 등 목리가 아름다운판재를 사용하거나 건습조절이 용이하여 기물을 보,

호하고 또 가벼워 사용에도 편리한 오동나무 피나무 은행나무 가래나무, , , ,

소나무로 된 실용적인 것이 있다.

표면에 옻칠한 것 종이를 바르거나 소가죽이나 상어껍질을 씌운 것 화사한, ,

자개를 시문하거나 시문된 화각을 붙인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함 은 상자의 기본형에 뒷면으로 금속 경첩을 달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函

며 앞면에는 자물쇠를 사용하여 중요한 기물들을 안전하게 깊이 넣어 보관하

는 용도이다.

함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상 갑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箱 匣

었으며 금속장석들이 부착되어 시각적으로 보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여 신뢰

감을 주며 또한 장식적인 면까지 고려되었다.

반면 상자는 자물쇠앞바탕과 경첩이 부착되지 않는 형식으로 하부에 사방과

바닥 면이 막힌 깊숙한 공간이 있어 그 안에 기물들을 넣어 놓을 수 있으며

상부는 보다 얕은 깊이의 뚜껑을 덮어씌우는 형태를 말한다.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방가구로서의 함은 귀중한 서찰이나 중요 문서들을 넣어

보관하는 작은 문서함 직인이나 낙관을 보관하는 인장함 의관, ,文書函 印章函

을 보관하는 관복함 과 관모함 서화를 보관하는 대형 족자함,冠服函 冠帽函 簇子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문방생활에 이용되었다.函

서류함(1) 書類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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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함 그림( 57)①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6.8, 32.5x21.3cm,

크기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납작한 형태로 상판 뚜껑이 가량 열리는 고식2/3

이며 경기도 일원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런 납작한 형태의 서류함은 주머니에 넣어 말안장에 걸쳐 놓거나 옆에 끼고

다니기에 편리하여 서류 운반용으로 적격이며 문갑 밑이나 기타 장소에도 보,

관이 용이하다.

밑판과 상판을 함께 거머잡은 커다란 반원국수형 거멀잡이장석은 견고하면서

도 신뢰감을 준다 뚜껑 네모서리의 귀싸개장석과 네 모서리의 가늘고 긴 감.

잡이장석이 전체의 단순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있다 전면의 붙박이형 잠금.

장치는 안전장치라기보다는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서 장식을 겸한 모양으로 주

로 소형 함에 사용된다 판재는 무늬가 좋은 물푸레나무이다. .

서류함 그림( 58)②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16.3, 35.2x18.5cm,

서류함의 전형적인 형태로 각 면이 만나는 모서리를 화형고춧잎장석으로 거머

잡았으며 모서리 부분 개소 귀는 귀싸개장석으로 감싸 중요성을 나타내었다8 .

자물쇠앞바탕 위의 긴 죽절형뻗침쇠는 상자의 중심을 잡는 역할과 함께 뚜껑

을 뒤로 젖힐 때 받침쇠의 역할도 하여 뒤쪽의 경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결이 좋은 단풍나무에 주석장석으로 좋은 비례와 함께 중후한 멋을 풍긴다.

서류함 그림( 59)③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14.2, 53.3x12.8cm,

높이에 비해 가로로 긴 서류함으로 문서나 긴 두루마리 종이를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구조이다.

소나무판 짜임부분에는 망두형거멀잡이장석으로 견고히 보강했고 드문 형식인

폭이 좁은 망두형자물쇠앞바탕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폭이 넓은 것에 비해 단

아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뒷면의 경첩 또한 망두형으로 튼튼하게 받치고 있

다.

굵고 촘촘한 소나무의 나뭇결과 간략한 무쇠장석이 잘 어울려 건강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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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함 그림(2) ( 60)函

세기 높이 개인 소장18 , 43, 73x36cm,

비교적 대형 서류함으로 무늬가 아름다운 오동판재를 인두로 지져 태운 후 볏

짚으로 문질러 부드러운 부분을 털어내고 단단한 결을 강조하는 낙동법을 사

용했다 판재가 사개물림으로 견고하게 짜여 있어 별도의 거멀잡이장석을 사.

용하지 않았다 경첩과 자물쇠 앞바탕 그리고 뻗침대 등의 필수적인 부분에만.

두꺼운 무쇠장석을 부착했다 자물쇠앞바탕과 죽절형뻗침쇠로 보아 전라도 산.

으로 추측된다.

묵직한 오동나무에 필수적인 장석만 두어 간결하고 검소하다.

그림 서류함57 그림 서류함58

그림 서류함59 그림 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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