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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규방문화1 .

규방의 의미1_

규방 은 여성들이 거처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각별한 남녀유별의.閨房

규제 속에서 규방은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안방만이 아니라 사랑채와 대조하여

안채 전부를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건물 배치를 보면 남향집으로서 대지가 동서보다 남북이 긴 장방,

형인 경우 사랑채는 동남쪽에 사당은 동북쪽에 안채는 서북쪽에 배치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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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 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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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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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법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예기 의 내칙 에는 예는 부부의 구별을 삼가는 데서 시작된“禮記 內則『 』 「 」

다 궁실 의 밖과 안을 구별하여 남자는 외실 여자는 내실에 있어 서로. ,宮室

궁을 깊이 하고 문을 굳게 하는데 남자는 필요할 때가 아니면 내실에 들어가,

지 않으며 여자는 그 예의상 필요치 아니하면 문밖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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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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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역 가인괘 단전 에서는 여자)” “七歲不同席不同食 周易 家人卦 彖傳『 』｢ ･ ｣

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잡고 남자는 밖에서 자리를 바르게 잡는다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천지의 큰 도리다.”1)

상류가정 부인은 거주공간인 안채 중문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부득이한 경우 외출하여 뵈러가는 대상은 부모형제 시부모. ,

및 백부모 숙부모 고모 이모 삼초 외삼촌 등 소위 삼친등 의 범위, , , , 三親等

였다.

부부일지라고 각기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였으며 조상 시부모 남편 시가가, , ,

족 노비 빈객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채의 여성들은 매우 힘든 일, ,

상생활을 보냈다.

유교의 장유유서의 관념 또한 상류 가옥의 공간 배치나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

다.

사랑채의 경우 아버지가 기거하는 큰 사랑방과 아들의 작은 사랑방으로 구분

하며 안채는 보통 살림을 관장하는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며느리는 건,

넌방에서 지냈다 그러나 집이 커서 안채 별채 별당 등이 있는 대저택이면. , ,

며느리는 별채를 쓰게 된다.

규모에 있어서도 시어머니 방이 며느리 방의 배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부엌과

대청 다락과 벽장 흔히는 찬방까지 딸렸다 양반집에 있었던 찬방은 부엌의, , .

한 부분으로서 맷돌질 지짐질 등의 일을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에 음식이나 살림살이를 두기도 했다 안채의 고방이나 도장 곳간의 열쇠. ,

까지 안방 주인이 쥐고 있었다.

반면 건넌방은 단간에 지나지 않으며 전면에 짧은 퇴가 딸리거나 좁은 누마루

를 설치하였다 특히 경상도 상류가옥에서는 방의 크기 외에도 며느리 방은.

장판이 없이 흙바닥에 자리를 깔았고 천장에도 반자 시설을 하지 않아 서까래

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집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공간분할의 격차는 상류가옥뿐만 아니라 칸 내지 칸 초가의 경우에3 4

도 똑같이 나타났다 호남지방에서는 흔히 아들 내외가 쓰는 작은방을 전면으.

로 조금 내어 짓고 후면에 반간 규모의 도장방을 들여서 살림살이나 음식을

준비했다 이방은 작은방 후면에 배치되었음에도 출입문은 마루 쪽에 내거나.

마루가 있는 칸 집에서는 안방 쪽에 붙여서 시어머니만 드나들도록 되어 있4

다.2)

1)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 2003, p22

2) 한국의 주거 민속지 김광언 민음사/ /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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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방 침모방 찬모방 그 외 부녀자들이 사는 방들이 안채에 딸렸으며 이렇, , ,

듯 많은 수의 식구들이 사는 공간이어서 사랑채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컸으

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는 별도의 안채를 짓는 대신 넓은 안방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사와 양잠 직포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교역을,

통한 가정 경제의 운용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일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양반가에서는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

하는 일 친지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친척간의 유대와 화목을 다지는 것도 여,

성의 일이었다 그에 따라 비록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했지만.

가정 내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는 확고하여 집안의 존경을 받았다. 3)

한편으로는 여성의 활동 영역을 규방으로 한정시키면서도 경제 활동 면에서는

다시 허용하거나 오히려 장려한 것을 다음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선비의 아내가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하는 것도 불가한 일이“

아니다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 초 술 기름등을 판매하는 일이며 대추 밤 감 귤 석류 등을 잘 저, ,･ ･ ･ ･ ･ ･ ･

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 자초 단목 황벽 검, 紅花 紫草 丹木 黃蘗･ ･ ･ ･

금 남정 등을 사서 쌓아 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黔金 藍･ 靘

그리고 도홍색 분홍색 송화황색 유록색 초록색 하늘색 작두자松花黃色 油綠色･ ･ ･ ･ ･ ･

색 은색 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알아 두는 것도 생계에 도움이 될雀頭紫色･ ･

뿐만 아니라 또한 여공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욕에 빠져 너무 각박하게.

하여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현숙한 행실이겠는가 이덕무?” (

사소절 제 부의 사물7 2 )李德懋 士小節 事物『 』 4)

즉 여성들이 음식 준비와 바느질 등의 단순 노동 이외에도 경제적 주최로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왔다는 데 의의 찾을 수 있

다.

유교적 관습으로 학문과 모든 사회활동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문

방은 남성의 전용 공간으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비록 여성이 거처하는 곳에.

서적과 지필묵연 을 위시한 문방용구를 갖추어 두고 글을 배우더라도紙筆墨硯

여성의 본분은 집안에서 의식주 살림을 총괄하는 일이므로 문방이라 부르지

않고 내실 또는 규방이라 했다.

규방의 필수품은 규방칠우 라 부르는 바늘 실 자 인두 골무 가위, , , , , ,閨房七友

다리미였다 여성의 가사일을 여공 이라 하여 바느질 수놓기 길쌈 등의. , ,女工

3)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 2003, p24

4) 조선 후기 여성 지성사 이혜순 이화여대출판부/ / 2007,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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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 바느질이나 자수로 손끝 재주를 발휘하.

기도 하였는데 자연산수를 접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주변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 꽃 곤충 사군자 등을 주로 주재로 병풍 수를 놓아 즐기기도 했다, , , .

주부의 손재주 즉 수공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우수한 안방문화를 만들고 문

화적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 바느질 하는 여인1

여성 교육과 혼인2_

여성 교육1)

조선시대 지배 이념의 핵심인 유교와 함께 주역의 음양 원리가 남녀 관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주역의 남녀관에 따르면 남성은 우주 창조의 근원이며 천. ,

상적 인 것 움직임과 강한 것을 나타내는 데 반해 여성은 창조된 것을, ,天上的

유지하는 지상적 인 것 고요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상징화된다 그러면, .地上的

서도 이 둘은 하나만으로 성립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처럼 이상적인 철학이었으나 실제 생활.

에 있어서는 종속성이 강조되고 남존여비의 이념으로 굳어져 갔다 점차 성. 性

에 대한 숙명론과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 역할 수행에 만족해야 한다는 규범으

로 체계화되어 조선시대의 남녀 관계를 지배하게 되었다.5)

규방에서는 육아 길쌈 바느질 요리 등 의식주 전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 ,

5) 한국문화와 한국인 국제한국학회/ , 2009,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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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를 키울 때는 기본적인 소양 예의범절 읽기와 쓰기 등 정신교육도 담당, ,

했다 동시에 자신들의 정서나 생각을 가사로 지어 부르거나 소설을 낭독하고.

필사하면서 다른 세계의 문화를 접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자기

계발의 문화공간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여성 교육의 목표는 내외법이나 남녀유별관에 입각하여 가정생활에

필요한 부덕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남자 어린이는 서너 살 때부터 안채 어머니 품을 떠나 사랑채 할아버지나 아

버지의 훈도를 받아야 했으므로 따뜻한 애정보다는 엄격한 규율의 그물 안에

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아이는 아버지로부터 경서 와 사서 소. ,經書 史書

학 여사서 등을 읽을 수 있는 기초적인 교양 정도의 교육을 받았,小學 女四書

다.

소학 은 아동기에 올바른 가치와 학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내용 즉 일상,小學

생활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청소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도節度

와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아끼는 도리 가道理

중심이 되어 있다.6)

읽기와 쓰기는 소위 언문이라 일컫던 한글 습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반 남성들은 유교 이념에 따라 선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반면 결혼한

여성들은 부모 공양 가묘 와 관혼상제 준수 현모양처로서의 자질 실현에, ,家廟

힘썼다.

이덕무의 사소절 하 부의 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1 ,婦儀『 』

부인은 마땅히 서사 논어 모시 소학 여사서를 대강 읽어서 뜻을“ 書史 毛詩･ ･ ･ ･

통하고 여러 성씨 조상의 계보 역대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 등을 알면 그, , ,

만이다 함부로 시 나 가사 등을 지어서 낭송하거나 바깥으로 전파되어. 詩 歌詞

서는 안 된다 하여 여성 교양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 교육의 목.” .

적은 가정에서는 효녀가 되고 결혼 후에는 착한 며느리이자 정숙한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은 뒤에는 현모가 되며 과부가 되었을 때는 정절을 지키는, ,

열녀 가 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烈女

규중요람 에 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며 내 집이 망하고 딸을 가“『 』

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하게 한다 고 했으니 아들 딸을 교육시키는 궁.” ,

극적인 목적은 가문과 가족의 번영을 위해 여성 자신의 개성은 중요시되지 못

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성들은 내훈 열녀전 등 교훈서와 교훈內訓『 』『 』

6) 조선시대 유교문화 최봉영 사계절/ / 1997,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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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의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주로 중국소설을 번역한 것과 장편의 가문

소설을 즐겨 읽었다.

조선 초기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 한씨는 내훈 중국 역대의 교화서에서(『 』

부녀자의 훈육에 필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 쓴 책을 지어 한 나라 정치의) “

치란과 흥망은 비록 남자 대장부의 어질고 우매함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역시

부인의 선악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인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

다 한갓 길쌈의 굵고 가는 것만을 달갑게 여기고 덕행의 높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한스럽게 여기는 것이다”7) 하

여 여성들도 덕을 쌓고 자신의 품행을 스스로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

치고 있다.

여성 교양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교훈적인 내용들로 사씨남정기 창선감의,『 』『

록 같은 소설이 대표적이다 책은 빌려서 읽거나 베껴서 소장했으며 후에.』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했다 규방 여성들이 바깥 세계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즐길만한 오락도 없었기 때문에 소설 읽기는 세기 이후 규방의 중17

요한 문화가 되었다.

여성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펼 수 없고 학문을 좋아하더라도 여자인

까닭에 글을 배울 수 없었던 사회적 풍토에서 여성들의 한은 민요나 규방가사

로 피어났다 규방가사의 내용은 시댁 중심의 윤리로 여성을 가르치는 계녀가.

류 여성들의 내면세계 즉 친정식구에 대한 그리움과 시댁에서의 노동,戒女歌

과 괴로움을 다룬 탄식가류 봄에 화전놀이 나간 풍류현장에서 창작되고 불린,

화전가 류로 나뉜다 이외에도 여행 노정을 기록한 노래나 가문의 자랑.花煎歌

을 담은 노래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8)

규방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편지쓰기이다 여성이 글을 배우는 목적은.

편지를 읽고 쓰기 위함이었다 이들 편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로 남기거나.

인생의 회고록들로 남아 있다 규방가사와 비슷하나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기록자의 의식이 뚜렷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

다 대표적인 기록으로 이씨 부인의 규한록 풍양 조씨의 자기록. ,閨恨錄 自記錄

등이며 고행록 도 여성의 자전기록에 해당한다.苦行錄 9)

혼인2)

유학에서는 혼인을 인륜지대사 라 하여 중요시 하며 만물을 낳고 기人倫之大事

7) 조선 여성의 일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2010, p218

8)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 2003, p199

9)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 2003,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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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하늘과 땅의 결합에 비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귀여가. 男歸

라 하여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년 혹은 그 이상을 처가에1女家

서 머무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는 고구려 때 서옥제도에서 나타나는 우리 고유의 옛 풍속이며 고려를 거쳐

조선조까지 이어 왔다 이에 따라 남성들이 외가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조선.

시대 남성 중심의 유교가 뿌리내리면서 부계 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체제를父系

해친다 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유학적 실천 의례인 주자가례 가 들어오면서 친영 이 도입되朱子家禮 親迎

었다 친영이란 의혼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의. , , , , ,議婚 問名 納吉 納徵 請期

육례로 이루어진 혼례 단계의 마지막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6

를 맞아 데리고 오는 의례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인 혼례에 반대된다 하.

여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다음날 신랑 집에 가서 시부모에게 예를 올리

는 현구고례 를 갖는 반친영 방식으로 절충하기도 하였다.見舅姑禮 半親迎 10)

혼인 연령에 대하여 주자가례에서는 남자의 경우 세에서 세 여자의 경16 30 ,

우 세에서 세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14 20 .

공녀 정책에 따른 조혼 풍습으로 세가 되면 대부분 혼인하였다10 .貢女 早婚

때문에 세종 때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세로 연령의 하한선을 규정했지14

만 여전히 이 풍습은 없어지지 않았다.

공녀정책 이외에도 조혼의 풍습이 만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는 가부장권이 강화됨에 따라 제사를 받들 후손을 빨리 얻기 위함이었고 둘,

째는 혼인 대상을 제한하는 각종 사회적 관습과 제도에 따라 당사자보다는 혼

주인 양가 가장의 의사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서둘러 혼인하는 경우였다.

셋째는 왕실의 간택을 위한 처녀금혼제였는데 일단 간택이 되면 최종 선발에

서 빠졌다 해도 일생 동안 다른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11)

오늘날 혼인 시 신부가 세간을 마련하는 일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 말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는 이층농 한 개와 좌경이 전부.

였으며 소목가구점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구매하였다.

그러나 대가 에서는 장과 농 문갑 좌경 빗접 반짇고리 등의 세간을 골, , , ,大家

고루 갖추어 시집을 보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좋은 가구 목재를 구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해 백두산,

까지 각 지역으로 치목장을 보냈다 그 다음 구해진 나무를 켜서 자연건조 시.

키며 개월 년 이상을 말린 후 행랑채에 소목장을 거처하게 하여 가구를6 ~1

1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도록 / 2006, p97

11)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 2003,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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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했다.

격이 있는 가구들을 제작하기 위해 목재의 선택에서부터 가구의 형태 색감, ,

장석 등 재료를 아끼지 않았으며 주인의 관리 하에 혼수용으로 만전을 기하였

다 이렇게 제작된 가구들은 친정의 가풍이 담긴 혼숫감이 되었던 것이다. .

오동나무를 혼수목이라 부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이다 대가에서 딸.

이 출생하면 집 마당이나 뒤뜰에 오동나무를 심고 년 동안 자란 나무(15~18

는 폭이 좁아 보통 년이 넘어야 사용할 만하다 정성들여 가꾼 다음 시집20 )

갈 때 베어 장과 농의 측널과 뒷널의 판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장 한옥과 규방2 .

한옥 구조와 전통 가구1_

한국의 전통 가옥은 집주인의 신분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상류가옥 과 서班家

민가옥 으로 나뉘었으며 집의 규모와 내부 구성 지붕 재료와 장식에 이, ,民家

르기까지 외형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내외법에 따라 사랑채와 안채로.

구별하고 행랑채 중문채 별당 곳간채 정자 등을 지었으나 신분에 따라 그, , , ,

규모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장유유서에 따라 웃어른과 아랫사람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그 계층과 성격에 따라 방의 구조와 살림살이가 다르게 놓였다.

자형 가옥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출입구인 대문을 들어서면 다시 안채와 바,ㅁ

깥사랑으로 들어가는 중문이 서로 반대편으로 위치해 있다 또한 안방을 비롯.

한 건넌방과 부엌 등 여성 공간이 안채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그. (

림 참조2 )

형 가옥에는 부엌 안방 건넌방이 나란히 위치하고 앞쪽에 긴 쪽마루‘ ’ ,一字 ･ ･

를 놓아 서로 연결되었으며 집에서는 부엌과 안방 그리고 대청 건, ‘ ’字ㄱ

너서 건넌방이 있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대청마루는 비교적 좁은 주택 구.

조에서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일찍이 도입된 유교적 관,

념에서 남녀유별의 이념이 강조된 면도 있다.

그림 의 안채 구조를 살펴보면3 ,

평면 구성상 부모의 큰방과 아들내외가 기거하는 작은 방으로 분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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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과 작은방 사이의 도장은 큰방에서만 드나들 수 있다 작은방 앞에 이 방.

전용의 도장을 따로 붙였으며 작은방 옆의 퇴도 이 방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큰 구실을 한다 정지방부엌방과 큰방 사이에 미닫이문을 달고 퇴를 이 두. ( )

방에서 이용하게 한 점은 매우 유용한 평면 구성법이다.12)

마감 재료를 살펴보면 서민가옥의 경우 부엌과 붙은 안방 바닥은 흙바닥에,

삿자리를 깔거나 장판지 마감을 하고 벽과 천장에는 백지를 발랐지만 천장의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류가옥의 경우 방바닥은 온돌 위에 장판지를 깔고 벽 천장을 종이로 마감,

했다 벽면 종이는 전주산 간장지 남원산 선자지 영변산 백로. , ,間壯紙 扇子紙

12) 한국의 주거민속지 김광언 민음사/ / , 1988, p326

그림 가옥 구조도 경기도 민가2 /

그림 전북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중상류형 안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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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평각산 설화죽청지 등 흰색의 고급 종이로 도배하였으며,白露紙 雪花竹靑紙

최상의 도배는 백능화지 로 하는 것이었다.白菱花紙

천장은 청색 녹색 아청색 등의 능화지로 바르고 반자틀에는 청지 또는 유지, ,

를 발라 벽과 천장의 경계를 구분지어 산뜻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油紙 13)

드나드는 문과 창에는 창살을 대고 종이를 붙여 어두운 방을 밝게 하고 통풍

이 되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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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바람.

이 세어 방바닥의 열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천장을 낮게 하고 방의 폭과 길,

이를 좁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도록 건축했다.

이러한 한옥 구조에서 안방가구는 천장의 높이와 앉은키에 맞춰 낮게 제작되

었고 방바닥의 열기가 위쪽으로 통풍 되도록 가구 하단의 다리에 풍혈 을, 風穴

달았다 이 풍혈은 앉은키에서 뚫린 밑 부분이 적게 보이므로 시각적인 안정.

감도 준다 풍혈 하단의 공간에는 반짇고리 다리미 받침 등을 넣어두고 쉽게. ,

꺼내 사용하기도 한다.

방의 좁은 폭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가구들은 벽면에 배치하여 좁은 공간을

너르게 사용하도록 구성했다 뒷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미닫이문턱 아래나 옆.

벽면에 키가 낮고 긴 문갑을 배치하여 벽면에 시원한 여백을 구성하고 있다.

장과 농은 식구들의 의복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곳으로 많은 양을 수장하기 위

해 깊이가 깊고 또 층으로 올려 쌓아야 했다 대가에서는 안방의 측면에2,3 .

긴 고방이 있어 장들을 넣어두고 창호지 바른 창살문으로 닫아 복잡한 실내

분위기를 정돈했다.

규방의 역할과 분위기2_

13) 전통목가구 김삼대자 대원사/ / , 1994, p23



13

안방 또는 안채는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식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

고 음식을 먹고 하는 집안 살림살이의 모든 일들이 행해지므로 온화하고 안정

된 분위기가 중요시된다 남성들의 사랑채는 선비들의 인격을 수행하고 학문.

을 닦는 정신적인 면이 강조된 검소하고 안정된 공간구성이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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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남녀유별 등의 사회규범에 얽매여 외부와 단절되고 제한된 속에서

살게 되므로 이 공간은 자연세계를 접하고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여성

취향이 반영된 밝고 따뜻하며 화사하게 꾸며야 한다 또한 식구들의 사계절.

의복 옷감 이불과 홑이불 등이 만들어지고 보관 관리되는 장소로 넓은 공간이･ ･ ･

요구된다.

이곳의 기물들은 대개 의복을 넣어두는 장과 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함,

등의 수납가구를 두었다 또 자손번창과 가내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화조. ,

석류 물고기 등이 그려진 병풍으로 장식했다 그 외에도 사물을 깊이 보관할, .

수 있는 머릿장 문갑 몸의 단장을 위한 좌경 빗접 빗 바느질을 위한 반짇고, ,･ ･ ･

리 자 실패 등의 여성용품이 규방의 분위기를 꾸미고 있다.･ ･

마감재에 따라 분류하면 느티나무 먹감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등 아름다운･ ･ ･

목리를 이용하여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살린 것 은행나무 가래나무 피나무에, ･ ･

각 을 한 조각장 나무로 된 골재에 종이를 붙여 화초문을 그리거나,刻 彫刻欌

종이를 오려붙인 지장 헝겊에 수를 놓아 판재에 끼워 붙인 수장 영, ,紙欌 繡欌

롱하고 화사한 자개를 시문하고 옻칠한 나전장 쇠뿔을 펴서 얇게 갈아,螺鈿欌

낸 투명판에 적 황 녹 백 흑 등의 짙은 당채 그림을 그린 화赤 黃 綠 白 黑 唐彩･ ･ ･ ･

각장 투명 유리판에 화초를 그려 끼운 화초장 등이 있다, .華角欌 華草欌

이들 가구에 주로 사용된 문양은 자연경관 화초 삼강오륜도 십장생 길상문 부･ ･ ･ ･ ･

귀다남 자손번창 희자 들로서 다산 장수 화목을 기원하는富貴多男 子孫繁昌 囍字･ ･ ･ ･

내용들이다.14)

14) 목칠공예 박영규 김동우 솔/ , / , 2005,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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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2

안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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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방가구 특성1 .

지역적 특성1_

한국은 고대부터 강을 기반으로 농경사회를 이루었으며 산과 산맥을 분기점으

로 각 지방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지방간의 교통을 불편하게.

하고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어 지방마다 독특한 언어가 발달하고 개성이 강한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관혼상제는 물론 생각과 표현 취향에 있. ,

어서도 지역문화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목공예 분야에서도 지방 특산의 목재와 생활양식에 따라 장과 농 소반 반닫, ,

이 등 지방색이 강한 가구들이 제작되어 쓰였다.

느티나무나 물푸레나무 등 목리가 고운 판재로 시원한 면분할을 구성하는 경

기장 장롱의 전면판재에 조각을 넣은 유일한 보성 장 화려한, ,京畿欌 寶城欌

금속장석과 아름다운 자연 무늬목의 장과 농의 전면 판재 둘레에 뇌문을 상감

한 통영장 반닫이와 장을 겸용한 전주장 등 가구의 형태 목 재, ,統營欌 全州欌

질 금속장석 등 그 지방 특유의 고유형식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좌경 빗접 반짇고리 등 안방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물들이 고유의 형태, ,

와 사용된 목재 금속장석 들이 강한 지방색을 띄고 있다 좌경 에 있어서, . 坐鏡

도 형태와 구조 금속장석 등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산으로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좁은 면적의 국토에서 여러 지방으로 분류되어 다양하게 발전한 것

이 또한 한국목공예의 커다란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통영 이층농4 그림 그림 의 확대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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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성장6 그림 그림 의 확대7 6

그림 전주장8 그림 경기 이층장9

기능적 특성2_

안방은 식구들의 의복 제작과 수선 보관 관리하는 중심 역할의 장소이다, , .

뚜렷한 사계절에 따라 얇은 옷에서 두꺼운 옷까지 철마다 많은 양의 의복이

필요하고 또 유교의 영향으로 관혼상제에 따른 다양한 예복도 마련해 두었다.

이런 의복들을 보관하고 손쉽게 꺼내기 위해 장과 농이 발달하였으며 깊숙하,

고 편리한 이층농과 삼층장이 널리 사용되었다

여성 취향적 특성3_

여성들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물러 지내므로 자연을 접하기 어렵다 꽃과.

새 곤충 등의 문양들을 장과 농에 시문하여 자연을 접한 듯 분위기를 살렸으,

며 또한 아기자기하고 화사함을 애호하는 취향에 맞추어 가구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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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와 소나무를 사용한 사랑방가구의 단순하고 검소한 분위기와는 달리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등 목리가 아름다운 목재를 사용하였다 나, , .

전 화각 자수 색종이와 같이 화사한 공예재료를 이용하여 꽃과 새 자연, , , , ,

다남다복 장수 를 상징하는 무늬를 시문하여 순정적이면서 따뜻,多男多福 長壽

하고 화사한 가구들이 제작되었다.

무쇠장석을 즐겨 사용하는 사랑방가구에 비하여 주석 백동으로 꽃과 새 문양･

을 오려 경첩과 앞바탕장석 귀장석 등에 적용하여 광택이 나면서 장식성이,

강조된 가구들이 사용되었다.

장 안방가구 배치와 품목2 .

안방가구 배치1_

안방의 가구 배치를 살펴보면, 그림( 10, 11)

머리맡에는 낮고 자그마한 머릿장을 놓아 열쇠 문서 귀중품들을 안전하고, ,

손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함을 올려놓았다.

머리맡에 몸단장을 위한 좌경과 빗접을 놓았다 좌경과 빗접은 앉은 자세에.

알맞도록 설계되고 지나친 몸단장을 삼가며 또 외형적으로 나타냄을 꺼려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둘 수 있게 제작하였다.

사층사방탁자에는 서책이나 여성 기호품을 얹어놓고 여성용 서안인 소형 책,

상을 두어 글을 읽거나 쓸 때 사용하였다.

뒷마당이 내다보이는 미닫이 문턱 아래나 옆 벽면에 필통 연적 상자 등을, ,

올려놓기에 유용한 낮고 긴 문갑을 배치하였다.

아랫목의 다락 미닫이문이나 병풍에는 색이 밝은 화조도를 그리거나 수를 놓

아 화사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아랫목 가까운 중심에 바느질 작업을 위한 반짇고리가 놓이는데 그 안에 실

패 자 골무 바늘쌈지 옷가지를 넣었다, , , , .

중간 기둥에는 전신을 비춰볼 수 있는 주련경 을 걸었는데 외출할 때 몸柱聯鏡

단장을 위한 것이다 세기말 세기 초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애용되기. 19 ~20

시작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로 에는 부손 부젓가락을 넣어둔다, .火爐

윗목에 장과 농을 배치하였는데 사계절이 뚜렷하여 철마다 갖가지 의복이 필,

요하였고 관혼상제의 격식에 맞추어 예복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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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러 개의 장과 농이 필요하였다 대가에서는 안방 옆에 고방을 따로 두.

어 이들을 관리하였으며 미닫이문으로 막고 사용하였다.

긴 의복인 두루마기나 치마 등은 횃대에 걸쳐 놓아 구기지 않게 보관하는 의

걸이장에 보관했다 남성들의 의관을 보관하기 위해 안방에 남성용 의걸이장.

을 배치하기도 했다.

장과 농 위에는 혼수함 이나 의함 실함 등을 올려놓았다, .婚需函 衣函 絲函

안방가구의 제작에는 주로 목리가 아름다운 느티나무 감나무 물푸레나무 판, ,

재를 사용하였는데 자개로 만든 좌경 빗접 함과 병행하여 놓기도 하며 장과, ,

농 문갑 좌경 함 등 자개 제품 일습으로 꾸미기도 한다 그림, , , . ( 12)

그림 안방가구 배치 윗목10 -

그림 안방가구 배치 아랫목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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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방가구 배치 국립민속박물관12 /

안방가구 품목2_

사랑방의 남성용 가구는 순수한 목재를 강조하였으나 안방의 가구는 여성의,

취향을 살리고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밝고 화사한 무늬의 판재를

애용했다 꽃과 새 산수 등에 관한 무늬를 표현하고 영롱하고 화려한 자개. , ,

화각 자수 등 특수한 공예재료를 활용하였다, .

안방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즐긴다든

가 식사하는 곳 의복을 보관 관리 수리하는 곳 몸단장 하는 곳 어머니로부, , ,･ ･

터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 글을 읽고 쓰며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

는 곳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안방에서 사용되는 가구들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 기물 수장 머릿장 문갑 함과 상자 혼수함 실함- , , , ,•

의복수장 이층농 이층장 삼층장 의걸이장 함- , , , ,•

화장용구 수장 좌경 빗접 비녀함- , ,•

바느질용구 반짇고리 실패 자- , ,•

글 읽고 쓰기 용구 서안 연상 필통- , ,•

등기류 등가 촛대 좌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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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여인들의 몸치장13 그림 좌경14

장 안방가구 제작기법3 .

목재1_

가정생활의 중심이며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위한

안방용 가구는 아름다운 나뭇결 의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먹감나무가 애용木理 ･ ･

되었으며 학문을 중시하고 청빈검약을 생활태도로 하는 선비 거처의 사랑방,

가구에서는 단순하고 검소하게 보이는 소나무와 오동나무가 주로 사용되었다.

나이테가 있는 나무는 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늿결이 나타난다 장과.

농 문갑 전면의 복판이나 쥐벽칸의 판재는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등, ･ ･

자연적인 아름다운 무늿결로 장식효과를 대신하고 기둥이나 쇠목 문변자와, ,

같이 힘을 받는 골재에는 참죽나무 소나무 배나무 등 단단한 목재의 곧은결이･ ･

사용된다.

안방가구에 사용된 수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동나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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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때 새살림의 장과 농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혼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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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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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털어 내고 단단한 무늿결을 남게 하는 낙동법 을 사용한다.烙桐法 15)

판재의 표면이 검고 광택이 없어 청빈검약 정신에 부응하는 검소한 분의기를

추구하는 사랑방용품에 사용되나 안방가구에서는 주로 의복을 보관하기 위한

장과 농의 양 측널 뒷널 또는 대형 함의 판재로 쓰이며 이층농 전체를 오동,

판재로 제작한 것도 있다.

느티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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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성

질과 무늿결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나뭇결이 그림을 그린 듯 한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 분명하고 강한 느낌도 주게 되어 남성과 여성용품에 널리 사용되었

다.

안방가구에서는 장과 농 좌경 등 가구의 판재로 사용되는데 옹이나 밑동 근,

처의 용이 뒤엉킨 형상을 한 무늬목을 용목 이라 부르는데 상자나 소품의龍木

판재 부분이나 미장재료로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건습에 예민하여 수축팽창.

의 폭이 심하고 비틀리는 단점이 있다.

장과 농의 전면 복판재나 각종 판재에서 좋은 무늬를 대칭으로 구성하거나 문

갑에서 개의 동일한 무늬를 얻기 위하여 판재를 얇게 켜게 된다 이때 비틀8 .

리거나 휘는 성질을 막기 위해 뒷면에 잘 건조된 소나무나 오동나무 판재를

엇갈리게 덧붙여서 부판 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附板 16)

먹감나무3)

단단한 감나무에 자연적인 검은 먹이 들어 있는 먹감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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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이다.

먹감나무 판재는 황갈색을 띄고 있는 바탕과 검은 먹색이 어울려 부드러우면

서도 향토색이 짙은 장식적 효과를 내고 있다 먹이 있는 자연스런 목리가 다.

른 목재에 비하여 부드럽고 안정되며 순박한 느낌을 주어 안방의 문갑 장과･

농 좌경 빗접 등 여성용품에도 쓰였다.･ ･ 17)

15) 목칠공예 박영규 김동우 솔/ , / , 2005, p 61

16) 목칠공예 박영규 김동우 솔/ , / , 2005, p 61

17) 목칠공예 박영규 김동우 솔/ , / , 2005,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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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4)

은행나무는 섬유질이 곱고 탄력이 있으며 부드러워서 좌경 반짇고리 함 등, ,

의 판재로 사용된다 보성 지방 장과 농의 전면 판재에 사용되었으며 새 꽃. , ,

십장생 등 여러 길상문양들을 깊고 날카롭게 조각한 다음 표면에 옻칠했다.

그림 느티나무15 그림 느티나무16

그림 먹감나무17 그림 물푸레나무18

그림 오동나무19 그림 은행나무20

제작기법2_

부판 제작1)

한국은 춘하추동의 사계절이 뚜렷하여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

여 나무가 잘 자라고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나무가 덜 자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이테가 생성된다.

한서의 차이가 심하여 목리가 뚜렷한 나무는 아름다운 판재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후에 따라 수축팽창이 심하므로 넓은 판재는 휘거나 터지기

쉽다 특히 안방가구에 즐겨 사용되는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먹감나무 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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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짜임과 이음에 대한 구조적인 복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판 제작은 무늬가 좋은 판재를 가량 되게 얇게 켜서 수축팽창이2~3mm

별로 없는 오동나무나 소나무 판재에 엇결로 붙인 후 골재에 풀을 사용하지

않고 홈에 끼우는 기법이다 이런 제작기법은 나무 수축팽창의 결점을 막을.

뿐 아니라 작은 크기의 판재로도 아름다운 목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

얇은 판재로도 골재에 의지하여 힘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가구의 하중을 줄이

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부판기법으로 제작된 판재들은 문갑 장과 농 좌경 등 여성 용품에, ,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부판 제작기법21 그림 대칭 무늿결22

그림 좌우 대칭 문판23

그림 개 문판에 동일한 무늿결 사용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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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임과 면분할2) 面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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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못과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그 결구는 더욱 중요하다.

한국 목가구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건실한 구조로

짜여 있으며 그 짜임과 이음의 기법은 매우 치밀하다, .

서랍이나 여닫이문 수장 공간을 고려하고 또 전체 힘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계획적인 디자인 시도가 필요하였다 비교적 넓은 판재로 구성된 장과 농의.

전면 복판에 부판으로 제작된 작은 판재들을 수용한 다음 쇠목이나 동자前面

등의 골재로 분할하여 머름칸이나 쥐벽칸 복판 등 좁은 면들로 재구성하였,

다 그림.( 36)

조선시대 가구의 선과 면의 배분은 한국적인 독특한 비례감각으로 발달하여

가구에서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에도 적용되어 어떠한 공간이나 주택양식에도

잘 어울리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짜임과 이음은 간결한 선과 면분할로 이루어진 조선조 목가구에는 필

수적인 것으로 용도와 재질 그리고 부위 의 응력에 따라 구조와 역학, 部位 力學

은 물론 시각적인 효과를 감안한 격조 높은 기법으로 발전되었다.

그림 쌍촉맞짜임 장25 / 그림 쌍촉맞짜임 장26 /

그림 연귀촉짜임 장과 농27 / 그림 연귀촉짜임 장과 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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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손가락물림 이층농29 / 그림 손가락물림 서랍30 /

그림 연귀짜임 동자 넣기31 / 그림 연귀촉짜임32

그림 연귀촉짜임33 그림 턱짜임 의걸이장34 /

그림 문변자 연귀촉짜임35 그림 면분할 형식36

나전 기법3) 螺鈿

나전기법은 목재로 제작된 기물 위에 굵은 베헝겊을 바르고 조개껍데기나器物

쇠뼈가루 또는 개흙에 칠을 섞어 바른 후 전복과 소라껍데기인 자개를 문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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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려 붙이고 표면에 옻칠을 하여 완성한다 단단한 자개를 세공으로 일일.

이 오려내고 또 천연 옻칠로 반복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매끄럽고 검고 붉은

칠 바탕 위에 천연자개가 보여주는 영롱한 빛의 반사로 인해 그 화사한 아름

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의 나전기법에는 자개를 오려내어 시문 하는 줄음질과 끊음질기법施紋

이 있다.

줄음질 기법은 자개를 무늬대로 오려내는 기법으로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

널리 활용되었다 오려낸 자개 위에 날카로운 칼로 파서 생긴 가늘고 상세한.

음각선으로 무늬를 돋보이게 하는 조패법 이 세기에 성행했다19 .彫貝法

십장생 사군자 용 산수문 등을 외부 윤곽대로 오려내고 그 안에 선으로 사실･ ･ ･

적인 무늬를 음각함으로써 무늬 표현이 보다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줄.

음질과 조패법은 조선시대 말기에 나전칠기가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

던 시기부터 현대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본 제작기법이다.

끊음질 기법은 주로 세기에 사용되었는데 자개를 국수처럼 길고 가늘며19 ,

또 일정하게 오려낸 후 직선은 길게 둥근 곡선은 촘촘하게 끊어가며 무늬를,

형성하는 기법이다 풀이나 물결처럼 유연한 선 그리고 뇌문 이나 문자 같. 雷文

은 선문 의 표현이 가능해 새로운 나전 제작기법의 전성기를 맞았다.線文

남성용품으로는 단순하고 간결한 매난국죽 과 십장생이 시문된 필통梅蘭菊竹 ･

연초합 서류함 연상 등 문방제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

여성용품에는 모란 화조 물고기 등의 수복 과 부귀영화 다산壽福 富貴榮華 多産･ ･ ･

을 의미하는 무늬가 다양하게 애용되었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자개 효과가 여

성의 취향과 잘 어울려 좌경 빗접 베갯모 함 장과 농 등의 생활용품으로 널･ ･ ･ ･

리 보급되었다.18)

그림 줄음질 조패법37 / 그림 끊음질38

18) 목칠공예 박영규 김동우 솔/ , / , 200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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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각장공예4) 華角張工藝

화각장기법은 젊은 소의 뿔을 골라 뾰족한 끝부분을 가량 잘라내고 물에5cm

삶아 내부의 연골을 꺼낸다 그 다음 뿔 측면을 상하로 켜서 불 위에서 집게.

로 집어 펴가며 무거운 것으로 눌러 판판하게 한다 얻어진 각판 표면을. 角板

줄과 끌로 깎아내어 종잇장처럼 얇게 만든다.

표면을 숯과 속새풀로 갈아내고 그 투명한 판을 일정한 크기로 마름질 하고

안쪽 판면에 당채 인 석채 를 민어 부레풀로 개어 그림을 그린 후 뒤집唐彩 石彩

어 기물의 표면에 가량 띄어가며 부레풀로 붙인다 이때 사용되는 석채2mm .

는 백 적 황 녹 의 짙은 색으로 매우 강렬하나 시간이 경과하면서白 赤 黃 綠･ ･ ･

약간씩 노랗게 변색되는 우각판 을 통하여 중화되어 보인다.牛角板

각판 사이의 벌어진 틈에 소뼈를 사다리꼴로 얇고 길게 갈아낸 것을 눌러가며

끼워 붙인 후 표면에 광을 낸다.

부드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여성용품에 애용되었는데 무늬로는 십장

생 운룡 봉황 모란 물고기 까치와 호랑이 등 민화적인 소재가 주류를 이雲龍･ ･ ･ ･ ･

루며 함 반짇고리 자 실패 베갯모 부채 머릿장 등 생활소품에 활용되었다.･ ･ ･ ･ ･ ･

화각공예의 재료와 제작공정 사후관리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기, 20

초에는 우각판을 투명 유리판으로 대신하고 석채보다는 양칠 을 한 화초, 洋漆

장 이 발달하였는데 손쉬운 제작공정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화각의 부드.華草欌

럽고 따뜻한 질감과는 달리 유리는 맑고 투명한 느낌을 준다.19)

화초장 은 얇은 투명 유리판 뒷면에 여러 가지 색으로 십장생 꽃과 나華草欌 ･

비 풀과 물고기 토끼 등 민화풍의 그림들과 부귀공명 자손창성富貴功名 子孫昌･ ･ ･

만수무강 등 항상 기구하는 글월을 시문한 후 그 뒷면에 노랑이나盛 萬壽無疆･

분홍 색종이를 붙여 화사함을 나타내었다.

유리판은 우각판에 비하여 쉽게 깨지고 두껍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함이나 소

품을 제작할 수 없다 때문에 장과 농 의걸이장의 쥐벽칸이나 머름칸 문판. , ,

등의 복판에 사용되었고 검붉은 화류목 골재로 둘러지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 중 유리판이 깨지기 쉽고 수리 보수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

으며 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가치에 대한 경시 풍조와 관리 소홀로20

인해 전해오는 숫자가 많지 않아 매우 귀한 편이다.

화초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예재료 개발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시도된 한

국 목가구의 새로운 진로였다고 생각된다.20)

19) 목칠공예 박영규 김동우 솔/ , / , 2005, p 57

20) 목칠공예 박영규 김동우 솔/ , / , 2005, p 57



28

그림 화각함39 그림 화각 문양40

금속장석5)

금속장석은 장이나 농에서 문을 여닫거나 각 짜임새마다 견고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안방가구에서는 기능 외에 장식성이 강조되어 매우 화.

사하게 꾸민다.

또 각 지방마다 특성이 있어서 경기도장에는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다 경기 지방에서는 둥글거나 네모난 장석.

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꽃과 새 동물들 문양을 오려 장식, ,

하였다.

초기 때의 장과 농에는 무쇠장석이 사용되었는데 점차 장식성이 강조되면서

화사한 주석장석이 애용되었고 후기에 와서는 백동장석과 주석장석이 함께

사용되었다.

목리가 아름다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먹감나무 등이 윤기가 나고 화사하며, ,

목재 색과 어울리는 황색의 주석장석과 잘 어울려 여성의 취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경기 지방 무쇠장석41 / 그림 경기 지방 주석장석42 /

그림 전라도 지방 주석장석43 / 그림 통영 지방 백동장석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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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3

대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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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디자인 선정 기준￭

안방가구

한국의 역사성 전통성과 한국적 미의식이 잘 반영된 가구,･

한국 목가구의 특성이 돋보이는 가구･

･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여성의 취향이 반영된 안정되고 화사함이 갖추어진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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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1_ 籠

대나무로 짠 뚜껑이 있는 깊숙한 고리짝을 여러 단 쌓아놓으면 아래층에 넣은

물건을 꺼내고 넣기에 불편하므로 전면에 문을 달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

든 것이 농 의 형식이다 농 에 죽 갓머리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연유이.籠 籠 竹

다.

기둥이 없이 각 층을 분리시켜 쌓아 놓게 만든 것을 농 분리되지 않고 기둥,

에 의지하여 층을 구성한 것을 장이라 부른다 농은 의복을 넣어 보관하는 기.

능으로 대부분 층이며 기둥이 없이 판재로 구성되어 제작에 용이하고 분리2

되므로 운반에도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의복의 종류가 많으므로 이를 보관하기 위한

이층 및 삼층장과 농이 가정마다 널리 사용되었다.

이층농 그림1) ( 45)二層籠

세기 높이 개인 소장18 , 129, 77x39cm,

앞바탕에 크고 둥글며 단순한 형태의 무쇠장석을 부착하여 단아한 멋을 내고

있는 초기의 이층농 형식이다.

오동판재의 표면을 인두로 지진 후 볏짚으로 문질러 표면을 단단하게 하고 검

은색을 띄게 하는 낙동기법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오동나무는 건습 조절이 잘되어 의복 보관에 적격이나 여닫이문을 앞 판乾濕

재에 고정시키기에는 연약하다 또 기둥과 쇠목 등의 골재가 없이 판재로만.

짜 맞추었으므로 다량의 의복을 수장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문변.

자와 벽선 쇠목 등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단단한 배나무를 대어 견고하게,

하였다.

문 옆의 쇠목은 검게 칠하여 오동나무와 같은 색조로 보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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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층농 그림2) ( 46)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119, 80.3x40.2cm,

전면의 면분할 양식과 배밀이한 둥근 골재 대칭으로 사용된 아름다운 무늿결,

의 판재 등 전형적인 이층농이다.

단단한 배나무 골재에 느티나무 목리가 대칭으로 구성되어 안정감을 주며 화

사한 주석장석과 함께 여성의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층농의.

들쇠는 양 측널에 붙어 있으나 이것은 전면과 뒷면에 달린 것으로 보아 장식

성을 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층 상단에 개의 서랍을 달아 기능적인 편리함도 갖추고 있다4 .

그림 이층농45 그림 이층농46

죽장이층농 그림3) ( 47)竹張二層籠

세기 높이 개인19 , 112.5, 80x40cm ,

소장

죽장은 나무로 된 백골 표면에白骨

대나무를 붙인 것이며 죽제 는 대竹製

나무로 제작한 것을 일컫는다 대나.

무의 둥근 곡면이 빛의 편광 효과로

인해 늘 신선하고 단단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다 대나무로 제작된 기물.

중 안방가구는 장과 농 함 등이 있,

고 사랑방가구로는 서류함 필통 연, ,

상 고비 등 비교적 다양한 가구들이, 그림 죽장이층농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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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농의 천판과 양쪽 면에는 굵은 대나무를 붙이고 앞쪽에는 얇고 가느다랗게

쪼갠 세죽 으로 죽장 하였다.細竹 竹張

복판은 희자 를 중심으로 만자 무늬를 문변자에는 뇌문 을 넣었으,囍字 卍字 雷文

며 그밖의 머름칸과 쥐벽칸에는 희자를 중심으로 죽 을 엮은 삿자리 형식으竹

로 되어 있다 희자와 골재에 검은 칠을 하여 붉은 색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

화려한 주석장석과 함께 밝고 화사한 분위기가 안방가구로서 여성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장2_ 欌

머릿장 그림1) ( 48)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50.5, 79x46cm,

머릿장은 이름 그대로 머리맡에 놓고 천판 위에 문방가구나 일상용품을 올린

다 내부는 중요한 기물을 넣어두는 역할인데 일반 장에 비하여 키가 낮고 폭.

이 좁다.

이 머릿장은 낮은 키에 비하여 기둥과 쇠목 동자 등 골재들이 매우 굵고 넓,

으며 천판 또한 삼층장처럼 굵고 넓은 골재에 판재를 끼워 넣는 개판 형식을

갖고 있다 이는 상단에 쌓는 이불의 무게를 지탱하고 시각적 안정을 고려한.

것이다 수복강령 부귀다남 등 글씨와 화조문을 곱게 수놓은 화사한 이불보. ,

로 이불을 단정하게 씌워놓는다.

그림 머릿장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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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는 장과 농의 면분할 형식인 머름칸으로 나눈 다음 상단에 서랍을 배치

하고 커다란 들쇠주석장석을 달았다 이는 대형 삼층 의복장이나 찬장에서 사.

용되는 형식인데 견고하고 건강한 미를 보여주고 있다.

작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주는데 곁에 놓였을 의복장들과 실내 분

위기를 연상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에서 생산되었다. .

이층장 그림2) ( 49)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149.7, 111.5x55cm,

각 층이 분리되는 이층농에 반하여 네

기둥에 의지해서 각 층이 구성되고 분,

리되지 않고 붙어 있는 구조를 장이라

부른다 층장의 대부분이 세로로 굵. 2 3･

은 기둥과 쇠목 개판 등으로 짜여 많,

은 의복을 넣어도 견고하며 농에 비하,

여 높고 넓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의복.

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하단에 굵고

높은 족통을 대고 천판 부위에 양옆으

로 길게 개판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균

형을 주고 있다.

이 이층장은 의복을 넣어두는 대형 의

장 으로 일층과 이층 전면에 설치된 머름칸의 수가 서로 다르게 배치되었衣欌

는데 아래층은 머름칸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깊어진 공간에 많은 의복을

넣을 수 있다 머름칸의 높이로 인하여 달라진 일층과 이층의 높이 균형과 시.

각적인 안정을 꾀하고 또 사용에 편리하도록 상부에 서랍을 설치하였다 경기.

지방산이다.

삼층장 그림3) ( 50)

세기 높이 개인소장19 , 169, 95x48cm,

일반적인 삼층장 과는 달리 높이에 비해 가로 폭이 좁아 더 짜임새 있고三層欌

단단해 보인다 두 개가 한 조를 이루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비교적 넓은 쥐벽칸과 여닫이문으로 인해 쾌적하며 단단한 배나무 울거미와

목리가 아름다운 느티나무 판재가 잘 조화되고 있다.

여닫이문의 약과경첩 사이에 원형경첩을 보강하여 견고하고 둥근 앞바탕과의

시각적인 효과도 고려하였다.

경첩과 자물쇠 앞바탕 장석들이 여닫이문판에 집중적으로 부착되어 주변의 머

그림 이층장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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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칸 쥐벽칸 등 판재의 순수한 무늿결이 강조되어 단아한 멋을 풍긴다 하단, .

의 직선적인 단순한 형태의 족대는 상체와 어울려 건강한 공예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 지방산이다. .

나전삼층장 그림4) ( 51)螺鈿三層欌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182, 93.3x49.6cm,

나전삼층장은 영롱한 무지갯빛의 청패 로 학 봉황 사슴 거북 소나무 등 십靑貝 ･ ･ ･ ･

장생과 아름다운 꽃 새 물고기 등 다채로운 문양을 전면 가득 시문 한 장施文･ ･

으로 여성의 취향에 맞는 화사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자개장은 연대가.

빠를수록 양질의 자개만으로 간략한 문양을 시문하여 정선된 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제작도구의 발달로 전면 을 자개로 덮는 듯. 全面

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나전자개삼층장은 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넓은 자개를 오려내어 음( ) 19

각하는 조패법 과 자개를 실같이 오려낸 후 끊어가며 시문하는 끊음질기彫貝法

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장과 농은 일반적으로 다른 장들과 나란히 붙여놓게 되므로 양 측면을

그다지 치장하지 않는데 반해 자개장은 물고기 꽃 새 산수문 등을 양 측널에･ ･ ･

시문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장은 운반에 편리하도록 층과 층 사이를 분리되게 만들었다2 3 .

그림 삼층장50 그림 나전삼층장51



35

화각사층장 그림5) ( 52)華角四層欌

조선 세기 높이 이화여대박물관 소장19 , 95.5, 52.5x31cm,

사층장은 머릿장 또는 버선장으로 불리는 아주 작은 크기의 장으로 여성들이

머리맡에 놓고 사용하였다.

이 화각사층장은 일반적인 옷장의 기본형을 축소시켜서 앞면의 판재에 화각을

끼워 넣은 것으로 화각의 화려한 당채 가 순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唐彩

아낸다.

높이를 척 미만으로 축소시켜 층을 만든 드물게 보이는 장으로 화각 전판의3 ,

구성 비례는 일반 장 농의 분할법을 따랐으며 각 층마다 복판에 여닫는 문을･

두고 좌우로 쥐벽칸을 형성했다.

일층 하단의 이중 머름칸은 기물을 깊숙이 넣기 위함이며 머름칸 쥐벽칸 및,

문짝 목판은 화각으로 치장하고 울거미 는 가래나무다.骨組

화각의 색상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기본으로 해서 십장생 초충 용봉, ,草蟲 龍鳳

등 갖가지 길상 무늬를 넣었다 문양이 층마다 다르면서 좌우 대칭으로 배.吉祥

치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삼층 문짝 복판에는 흰 바탕에 금박의 쌍희자 와 나비무늬를 이층,雙喜字

은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복자 와 모란무늬를 장식하여 전체 의장福字 意匠

의 악센트로 삼았다.

주석장석이 전체 색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화각사층장52 그림 화초삼층장53

화초삼층장 그림6) ( 53)花草三層欌

세기 초 높이 개인 소장20 , 95.5, 98.5x4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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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장은 일반적인 장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전면의 판재가 아름답게 채색된

유리판으로 짜인 것이 그 특징이다.

화초장은 화각공예가 재료 구입과 제작공정이 힘들고 습기와 건조에 약하여

보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화각 대신 손쉬운 유리로 대체한 것인데 20

세기 초에 제작되었다.

쇠뿔의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과는 달리 맑고 투명한 유리판의 뒷면에 여러 색

으로 십장생 꽃과 나비 풀과 물고기 토끼 등 순정적인 그림과 부귀공명, , , 富

자손번창 만수무강 등 항상 기구하는 글을 시문한, ,貴功名 子孫繁昌 萬壽無疆

후 그 뒷면에 노랑이나 분홍 색지를 붙여 여성적인 화사함을 나타내었다.

골재인 울거미는 화류나무를 얇게 켜서 붙인 것이 대부분으로 검붉은 색이 화

려한 판재를 짜임새 있고 돋보이게 한다.

의걸이장3_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철따라 많은 의복이 필요하나 일반 장 농들은 포개･

어 넣도록 만들어져 옷이 구겨지기 쉽고 또 꺼내기 불편하다.

반면 의걸이장은 내부 상단에 긴 횃대를 설치하여 옷을 구기지 않고 걸쳐놓게

만든 의장 으로 두루마기나 치마 등의 긴 옷들을 걸쳐 두기에 매우 편리하衣欌

다.

일반적으로 판재는 옷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오동나무이며 문변자와 동자는 고

운 배나무 기둥과 가로지른 쇠목은 소나무 위에 배나무를 얇게 붙여 사용하,

였다.

의걸이장 그림1) ( 54)

세기 말 세기 초 높이 이화여대박물관19 ~20 , 164.7, 84.2x47.6cm,

이 의걸이장은 규격이나 형식이 의걸이장의 표준형으로 기둥 쇠목 문변자 등･ ･

골재는 배나무이며 판재는 오동나무이다.

이런 형식의 의걸이장은 복판에 오동나무의 자연스런 결을 살리거나 매난국죽

의 사군자 를 음각한 후 채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梅蘭菊竹 四君子

이 의걸이장은 오동나무 표면을 인두로 지진 후 볏짚으로 문지르는 낙동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나타난 단순한 목리 위에 예서체 로 잠언 과 오행隸書 箴言体

고시 를 음각하고 그 위에 황색 안료 를 아교와 개어 칠을 해五行古詩 黃色 顔料

글씨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산수 와 화조 매죽 보다는 좋은 내용의 글을 적어 놓아 인생의 좌山水 花鳥 梅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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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 을 삼으려는 사랑방 주인의 개인적인 취향과 함께 바른 인생관을座右銘

다음의 시 구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황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주어도 다 지킬 수 없고,

책을 모아서 자손에 물려주어도 다 읽을 수 없으니,

가만히 덕을 쌓아 자손 위하는 계책을 삼는다, .

그 의리를 바르게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리를 밝히고 그 공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이면 남에게 베풀지 말라, .

행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돌이켜 그 허물을 자기에게서 구하라.

초당의 봄잠낮잠을 깨어보니 창밖은 해가 밝구나( ) .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었는가 평생을 나는 다 아네, .

소나무 아래서 동자에게 물으니 스승님 약 캐러 가셨다네, .

다만 이 산중 계시겠지만 구름 깊어 곳 모른다오, .

의걸이장 그림2) ( 55)

세기 말 세기 초 높이 개인 소장19 ~20 , 171.3, 95.6x37.8cm,

의걸이장의 복판 판재는 오동나무나 소나무의 자연적인 목리를 살린 순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오동나무 표면에 시문 산수문 사군자 송, 詩文 山水紋 四君子･ ･ ･

학 등을 조각하고 채색한 것과 은행나무판에 운학 운룡 송호松鶴 雲鶴 雲龍 松虎･ ･

등을 조각한 것 그리고 이처럼 창살로 된 것 등 다양하다, .

투각 이나 창살로 짜인 것은 실내 분위기에 따라 배면에 청사 황사透刻 靑絲 黃･

또는 한지 를 붙여 사용하는데 통풍이 잘 되며 문이 가벼워 여닫기에絲 韓紙

무리가 없고 또 바꾸어 배접할 수도 있다.

창살은 대부분이 만자 아자 로 구성되었으며 간혹 창살 중심부에 장,卍字 亞字･

방형의 여백을 두어 유리판을 끼우고 뒷면에 십장생 사군자 화조十長生 花鳥･ ･

등을 여러 가지 화려한 색으로 그린 후 색지를 발라 바탕색을 만든 화초장, 華

형식의 의걸이장도 있다.草欌

이 의걸이장은 여닫이문 상하에 아자문 중심부에 만자문을 배치했는데 이러,

한 문양의 창살은 한국 가옥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실내에 놓였을 때 방의

문이나 창살과 상호 연결되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단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복판을 판재로 짜서 상단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듯

안정돼 보이고 오동나무의 질감이 한층 격을 높이고 있다 기둥 쇠목 창살 등. ･ ･



38

골재와 상층의 머름칸 그리고 양 측널은 가래나무이다.

그림 62 의걸이장 그림 63 의걸이장

문갑 그림4_ ( 56)文匣

세기 높이 숙명여대박물관 소장19 , 34, 25x85.7cm

문갑은 창문 아래쪽 공간에 배치하여 앉은 자세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불편함

이 없고 또 유용한 소품들을 올려놓아 장식하거나 내부에 중요 기물들을 보관

하는 기능을 갖는다.

안방용은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먹감나무 등의 아름다운 나뭇결을 살려 여성, ,

들의 취향에 알맞도록 화사하게 만들고 사랑방용은 선비들의 문방생활에 적,

합하도록 오동나무 소나무 먹감나무로써 검소하고 안정된 형식을 취하고 있, ,

다.

이 문갑은 두 개가 한 조를 이루는 쌍문갑으로 전면이 막혀 있어 벙어리문갑

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런 문갑들은 좌측에서 세 번째 문판을 떼어낸 후.

다른 문들을 그 자리로 밀어서 떼어내는 불편함이 있으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중요 기물을 보관하고 형태가 단순하여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도 있다

전면은 자연적인 먹이 들어 있는 먹감나무 판재를 좌우 대칭하여 구성하였는

데 마치 인위적인 추상화를 그린 듯 한 효과를 주고 있다.

중앙의 백동 봉수선화장석은 강한 악센트로서 여덟 개 중 두 개가 열쇠잠금장

치이며 나머지는 통일된 장식효과이다.

복판의 먹감무늬를 강조하기 위해 문변자 사이에 검은 칠로 선을 둘렀다 문.

변자를 비롯한 전면의 골재는 나뭇결이 없는 단단한 배나무를 사용하여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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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단단해 보인다 내부 상단에 네 개씩의 서랍이 있다. .

그림 문갑56

좌경 그림5_ ( 57)座鏡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26, 15.3x20.5cm,

좌경은 앉은 자세에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경사지게 만든 거울과 함께 화장

품 빗 빗치개 뒤꽂이 등을 넣어두는 서랍이 달린 다목적 여성용 가구이며 일･ ･ ･

반적으로 경대라고 부른다.

여성이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멋을 부리면 상스럽다하여 화장할 때만 잠시 사

용하고 접어두는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재료 또한 목재와 나전 화각. ,螺鈿 華角

등에 주석 백동장석이 화사하게 사용되어 여성의 취향이 잘 반영되었다.･

이것은 좌경의 기본형으로 자연적인 먹감나무 판재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순수

하게 여겨진다 뚜껑의 배나무 변자 안쪽에 검은 먹감나무로 선상감 하. 線象嵌

여 한껏 멋을 부렸으며 하단에 풍혈을 달아 생성된 판각이 중후한 멋을 고

있다.

거울 주변의 단순한 변자와 실패형 경첩 등으로 미루어 경상도 지방산으로 추

정된다.

그림 좌경57 그림 그림 닫은 모습5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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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접6_

빗접은 머리를 빗거나 화장을 위한 소도구인 빗 가리개 첩지 뒤꽂이 비녀 화･ ･ ･ ･ ･

장용품 등을 넣어두는 여성용 가구로 거울이 없으므로 면경이나 좌경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 소도구들을 구분해서 넣어두려면 서랍이 많이 필요하고 이를. ,

당겨서 여는 고리도 있어야 한다.

빗접은 대부분 여성용 가구이기에 자개나 화각 등의 화려한 소재와 무늬로 장

식되었다.

빗접 그림1) ( 59)

세기 높이 아모레퍼시픽박물관 소장19 , 27.5, 28.3x27cm,

이 빗접은 조각이나 화려한 칠보다는 자연적인 나뭇결을 이용하는 한국 목가

구의 특성을 그대로 살렸다 마치 장과 농.

의 앞판처럼 먹감나무의 무늿결을 좌우대

칭으로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

한 소박한 것이다.

천판과 양 측널 뒷널 등은 소나무 판재로,

서 서로 연귀짜임 한 후 대나무못을 박았

으며 각 층널은 측면에서 대나무못으로,

고정시켰다 전라도 지방산으로 추정된다. .

나전빗접 그림2) ( 60)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32, 31.7x31.7cm,

이 나전빗접은 서랍을 더 많이 달고 뚜껑

뒷면에 경첩을 달아 다용도의 편리한 구조

를 갖추었다 전면의 긴 뻗침대는 뚜껑을.

접혀놓았을 때 경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

지 않도록 받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랍 부분의 만자 와 뇌문 십장생,卍字 雷文

과 누각산수문은 서랍으로 구성된 빗접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무늬이며 천판의 수자 를 중심으로 천도 학 그리, ,壽字 天桃

고 측면의 끊음질로 된 산수문 등도 빗접에 주로 표현되는 나전무늬이다.

자개색이 영롱하고 갖춰진 형식으로 보아 경상남도 통영산 이다 각 면.統營産

의 짜임새 부분에 있는 망두형거멀잡이장석이 장식적이며 신뢰감을 준다.

그림 빗접59

그림 나전빗접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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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짇고리7_

반짇고리는 바느질을 위한 소도구인 실패 바늘쌈지 골무 자 누빗대를 넣어두･ ･ ･ ･

거나 바느질감을 잠시 담아두는 그릇으로 다른 기물에 비하여 높이가 낮으며,

사용자의 옆에 두거나 장과 농의 하단 풍혈 안쪽 바닥에 둔다 일반적으로.

원형 각 각이 있으며 뚜껑을 덮게 만든 것도 있다4 8 .･ ･

주로 여성용품이어서 화사한 화각 제품 오색찬란한 자개 제품 오색종이를, ,

오려 붙인 지 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紙

나전반짇고리 그림1) ( 61)

세기 고 경 개인 소장19 , 9.8, 35x35cm,

이 나전반짇고리는 전형적인 사각 형식으로 한쪽 면에 경첩이 달린 여닫이문

판을 달고 그 속을 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바늘 골무 실 등 소품들을 별2 , ,

도로 보관하도록 구성했다 모양새를 위해 상 하부에 사면 보다 넓게 각재를. ･

대고 주칠을 둘러 장식효과를 내고 안팎으로 흑칠하였다.

네 면에는 수복 강녕 인의 예지 가 자개로 시문되어 있으, , ,壽福 康寧 仁義 禮智

며 글의 둘레를 자개로 끊음질하여 가며 선을 둘렀다.

나전반짇고리 그림2) ( 62)

세기 고 경 개인 소장19 , 7.7, 33.3cm,

일반적인 나전칠기는 목재로서 기본형을 제작하는 목심칠기 이나 이,木心漆器

반짇고리는 진흙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종이나 베헝겊을 여러 겹 발라 기

형 을 만든 다음 떼어내어 칠을 입히는 건칠 기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器刑 乾漆

은 가볍고 변형되지 않으며 곡면의 형태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수복자 를 도식화 해 여덟 군데 배치하고 그 사이에 소나무 사슴 대나壽福字 ･ ･

무 학 꽃 물고기 수초 게 천도 새 물결 거북 모란 새 모란 꿩을 비교적, , , , , ,･ ･ ･ ･ ･ ･ ･

정교한 끊음질과 줄음질 조패법으로 시문했다, .

내면은 보주 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구름에 싸여 있다 넓은 자개를.寶珠

사용해 용의 얼굴은 점으로 몸체는 선으로 음각하는 조패법을 활용하여 사실,

적으로 표현했다.

상부 테두리는 주칠로서 외부의 밝은 자개와 내부 흑칠의 강한 대비를 부드럽

게 중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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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전반짇고리61 그림 나전반짇고리62

함8_ 函

나전함 그림1) ( 63)螺鈿函

세기 초 높이 개인 소장20 , 18, 29.5x18.5cm,

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위한 실을 넣어두는 용도로 실함이라 부르며 한 개 또,

는 두 개가 한 조를 이루어 장 농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자개를 가늘게 오려내어 끊어가며 시문하는 끊음질 기법으로 도식적인 수자壽

를 중심으로 귀갑문 을 바탕에 깔았으며 아자문 으로 둘렀다.字 龜甲文 亞字文 자

개 무늬가 전면을 메우고 있으나 가느다란 선들로 구성된 뇌문이 수자문의 배

경을 이루어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망두형거멀잡이로 각 모서리.

들을 묶고 넓은 자물쇠앞바탕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귀갑문으로 시문된 이층농 문갑 등이 이 함과 함께 사용되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나전함 그림2) ( 64)

세기 초 높이 개인 소장20 , 21, 65x 33cm,

의복을 넣거나 혼수를 담기 위한 대형 함은 두 개가 한 조를 이루며 장이나

농 위에 얹어두고 필요시에만 내려서 사용한다.

이 나전함은 크기에 비하여 낮게 제작되었고 두 개가 한조를 이루며 자개무늬

또한 같은 내용으로 시문되어 있다.

전면은 끊음질로 사각의 계선을 두르고 그 안에 대나무와 학 매화와 새를 줄,

음질로 오려낸 후 조패법으로 상세히 음각하였다.

천판에는 천도를 중심으로 수복 과 학을 넣었다.壽福

초엽형거멀잡이가 각모서리의 잇는 부분을 견고하게 감싸주고 크고 넓은 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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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앞바탕과 함께 신뢰성을 주고 있다.

긴 뻗침쇠는 뚜껑을 젖혀 열 때에 뒤에서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나전함63 그림 나전함64

화각함 그림3) ( 65)華角函

세기 높이 개인 소장19 , 22.3, 36.5x21.2cm,

뚜껑인 천판의 모서리를 귀접이한 듯 한 효과를 얻기 위해 검은색에 가까운

초록색으로 띠를 둘렀다 그 안을 등분하여 학이 봉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8

구름과 더불어 그렸다.

상자의 각 면에는 구름과 용 소나무와 호랑이 소나무와 사슴 봉황과 모란, , , ,

모란과 새 물결과 거북이 등이 붉은 바탕 위에 시문 되어 있다, .施文

모든 네모난 면의 무늬 주변에는 잔잔한 구름을 시문하여 통일성을 주어 전체

가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이게 했다 모서리 부분의 화각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각을 꺾고 접어서 붙였다.

뿔의 제한된 크기로 인해 한 개의 화각 크기가 결정되므로 세심한 계산에 의

해 제작되었다 네모난 면과 면 사이는 우각을 얇게 갈아 흰 계선을 만들었고.

고식 의 주석으로 만든 자물쇠 앞바탕과 뻗침대를 달았다.古式

그림 화각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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