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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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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1_

본 연구는 한국디자인 발굴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구 중 나전칠기DNA

공예 부분연구이다 나전칠기 공예를 한 사람으로 디자인 발굴이라는 것. DNA

이 생소하지만 취지를 듣고 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한국의 나전DNA

칠기에서 한국 디자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를 발굴한다는 것이 쉬운DNA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공예가의 영역과 디자이너의 영역은 다르다 공예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에 의해 주도되는 반면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디자인, .

은 현대 산업시대와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있다 역사.

시대에 공예가 인간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왔다면 오늘 날에는

그 공예의 역할을 디자인이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대는 달.

라도 생활공간에서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

통점이 있다.

디자인이 기술에 의한 생산 감각을 중심으로 한다면 공예는 공예가의 그 솜,

씨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일품이며 지극히 소량생산이고 같은 것이 거의 없, ,

다 그런데 디자인과 공예가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생산기술에 의존하는 디자인의 가치와 일품공예 가치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

가 이것이 이 연구가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디자인가치를 보다 높? .

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높일 수 있는 가치라면 무엇이 나전칠기 공예에서,

디자인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한DNA ?

연구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된다.

연구목적2_

오늘의 첨단 디자인 시대에 나전 과 옻칠에 대한 연구를 왜 하여야 하는( )螺鈿

지 그 현실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알아야 역사를 거슬러 나전칠기에 나타,

나고 있는 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

라는 말이 있다 디자인 분야는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아나서는 모양새가.

되었고 나전칠기 분야는 소 잃은 외양간만 덩그러니 비어 소가 오기만 기다,

리는 모양이 된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옻칠을 전문으로?

하는 나로서는 최근 디자인분야와 처음 만나면서부터 느끼는 심정이다 이제.

농사일도 소만가지고 일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영농기법으로 농사일을 하여야

하는데 농사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로 간 아들,

이 농사일을 나몰라 한다면 어떨까 이제 농사일도 사업의 중요한 대상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양식이 그곳에 있음과 같이 나전칠기 가 바로( )螺鈿漆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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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디자인에 양식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각 분야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디자인의 가치 역시 선진국들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대디자인의.

기술수준이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디자인 감각 역시 세계 속

에서 특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차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위기위식이 우‘ ’

리 앞에 있다 이러한 현실과 앞으로 닥쳐 올 시대적 예감에서 디자인이 나전.

칠기 공예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螺鈿漆器

특별한 것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우리가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

지키며 살아 온 나라라면 특별한 감각 이란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닌가‘ ’ ?

나전칠기 공예가의 한사람으로 감회가 새롭게 밀려온다 연구의 목적이 무엇.

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정.

으로 나전칠기와 디자인이 만나 새로운 공예 디자인 가치의 상승효과와‘ < ’

공예 디자인 가치의 발견으로 전통의 미적가치와 현대디자인의 감각이 만‘ < ’

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디자인교육에서 전통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열쇄를 찾는 데도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하여 이제까지 전통에 대하여 변방의식으로 교육되어 일.

하고 있는 일부 기성 디자인 세계에 의식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고 디자,

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교수 사회에 반성의 기회를 주어 디자인 교육

에 새로운 텍스트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나전칠기 공예가 기억의 창고.

속 어두운 곳에 묻혀 있던 것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하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시작으로 길이 열리길 바란다 이러한 연구 목적. .

에 따라 칠기의 역사나 그 의미는 간략하게 다루고 나전칠기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만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인DNA .

문적이므로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접근으로 그 가치를 연구하려고 한다.

연구내용3_

한국인의 공예미술이 지향해온 가치와 앞으로 디자인이 나아가야 하는 디자인

가치는 역사적으로는 하나의 줄기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년 후 오늘 우, 200

리가 풀고자 하는 과제는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해석되고 그 연속선상에서 역

사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석되고 기록될 것이다 이 시대의 과오와 성과들에.

대하여 배우고 말하게 될 것이다 청자와 분청과 백자는 시대도 다르고 그..

차이가 현저하지만 한국도자기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는 바와 같이 디

자인과 공예가 만나 새로운 공예사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며 디자,

인에서도 새로운 디자인 의식의 흐름이 형성되어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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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전칠기에서 우리의 공예미술이 풍기는 향기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

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한다 마치 모든 꽃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가을.

아침에 핀 국화는 그 스스로 자신의 향기를 모음과 같이 공예도 그렇다 그러.

나 아침 이슬을 맞고 피어 있는 국화를 보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바라보는

느낌은 다를 것이다 후각을 잃어버린 디자이너들의 의식 속에서 진정 시들어.

가는 국화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살려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아련하게 남아 있는 그 모습에서 공예의 깊은 아름다움을 맛,

볼 수 있는 감각이 살아 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 과학과 기술.

의 혁명기에 피우지 못한 우리 자신의 공예의 향기를 발하여야 한다 이제까.

지 우리 자신의 공예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며 공예미술에서 진정한,

한국인의 향기를 모르고 살아 온 것을 반성할 수 있어야 이 연구의 내용상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연구의 내용은 디자인 분야가 공예와의 단절로 전통의 향기 를 모르“ ”

고 있었던 나 우리 에게 다시 향기를 넣어 디자인에서 전통의 항기가 풍‘ - ’

기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며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국화가 한 송이 홀로 있을, .

때에는 자신의 향기를 알기 힘들었지만 국화 밭 에 가면 국화의 향기를‘ ’

진하게 느끼고 경험하듯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전통의 세계를 이해하면 할수,

록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한국디자인의 독특한 인간의 향기를 공예로부

터 발견할 수 있고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 내용이 될 것이다.

전통은 자신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며 시간여행이다 이 여행을 하.

지 않는다면 세계를 열 바퀴 이상 돌아다니며 그토록 찾으려고 애를 썼던, ,

지난 시절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역사는 나의 소.

견 속에 가두어 둘 만큼 작지 않으며 나의 고정관념으로 고착 될 만큼 틀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아직도 집필이 끝나지 않은 거대한 장편,

소설과 같은 것이며 서사시 와 같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마음 가운데, ( )敍事詩

흐르는 강물처럼 출렁이는 물결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통은 인문학적.

영역이므로 내용의 연구방법 또한 인문적 접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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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2

나전칠기( )螺鈿漆器

기초연구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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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칠기는 역사가 길다 칠기를 말할 때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마.

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한국의 미술.

과 공예는 모든 분야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국 일본과 다르다고 말하면 일부,

인사들은 스스로 의아해 한다 바로 이 다른 점을 찾아 한국디자인의 로. DNA

삼으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삼국시대의 무문칠기에는 문양이 없었다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아온 고려시.

대에 들어와서 나전칠기 가 등장하면서부터 문양의 표현기법이 발전( )螺鈿漆器

하여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기법의 칠기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문양의 발.

전은 고려시대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유도 있지만 조선의 유교시대와는 다

른 귀족세력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정교하고 통일된 패턴의 문양은 서서히 사라지

고 무늬가 커지면서 고려시대의 정교함이 사라졌다 조선에 들어와서 공예는, .

마치 덜된 것 같고 덜 다듬은 것 같은 처리로 패턴에 억매이지 않고 붙잡히, ,

지 않은 자연스런 조형미로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동기는 겸허한 인격으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교의 정신이 생활 정신으로 지배되면서 정신적 내

용은 형식의 껍질을 벗어버리게 되어 격물 로 바뀌어 갔다( ) .格物

이러한 현상은 표면적으로 처리된 솜씨를 비교하여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경

우에 비해 기술이 몹시 미숙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예.

술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그 내용으로 보면 인간의 자기완성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삶의 깊은 성찰이 여기에 있다 사람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화려. ,

한 세속의 옷을 벗게 만드는 성리학 의 가르침과 인의예지( ) ( )性理學 仁義禮智

사상에 충실한 표현인 것이다 미숙한 것이 아니라 완숙한 것이며 예술성이. ,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이다 정교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

니다 정교함은 어느 예술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이다. .

그러나 정교함 보다 무늬들이 대범하고 덜 다듬은 것 같은 처리임에도 완숙,

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있는 것이 아닌 높은 수준의 것이

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

운 시대의 가치관을 공예가들이 알아서 나전칠기로 표현하는 것은 장인( )匠人

들에게는 매우 어렵다 이는 오늘의 우리가 생각 해 봐도 그렇다 그러므로. .

당시로서는 새로운 창조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한 시대는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 생활 사상이 변하고 변화에 따라 생각과 가치관에 의한 판단과 행동체,

계가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시대의 변화를 가장 추상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상이 예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이전 시대와는 다.

른 생활 태도와 의식으로 아름다움 에 대한 개념 역시 바뀌게 된다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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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귀족문화시대라면 조선시대는 선비문화의 시대인 것이다.

성리학은 하늘의 이치를 존중하는 존천리 를 따르는 것이다 하늘의( ) .尊天里

이 를 거역하는 역천자 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이치를 따르며 삶( ) ( ) ,理 逆天者

을 살아가는 순천자 로의 삶이 공예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 ) .順天者

하여 존천리 에 따른 자연주의가 장인들의 정신과 마음에 뿌리를 내려( )尊天里

모든 공예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영향으로 목공예 가구에서는 나.

무무늬의 결을 존중하는 것이 존천리 에 합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 ) .尊天里

무의 결을 들어내기 위한 목 가구 작업과 함께 모든 공예분야에서 인위적인

것들을 최소화 하면서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너그러운 손길이 만들어.

낸 공예 감각이 마치 덜된 듯하고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 의 경지에까지 이른 듯 하는 정교한 인간의 솜씨와 기술에 감탄할 수( )神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 의 세계를 어리석고 은유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 ,技

보았다 인간의 솜씨를 완성해 가는 길은 섬세한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조의 너그러움[ ]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나전칠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전칠기 의 의미와 세계1_ ( )螺鈿漆器

자개를 옻칠한 기물의 재료 또는 기물의 장식 재료로 사용해 왔던 나전칠기를

발전시킨 것은 중국의 남해 연안에서 많이 서식하는 야광패 우리나라( :夜光具

의 소라보다는 크고 진주보다는 광택이 더 좋은 종류를 썼기 때문에 자개를)

한자로 소라 라 자로 쓰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시대‘ ( )’ .螺

자개 유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소라나 수입재료인 대모 바다거( :玳瑁

북 등딱지를 자개와 함께 사용한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에서도 야광패는 발견)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자개만을 사용했다 특히 야광패보다.

영롱한 빛깔이 강한 전복을 사용하였다.

국립박물관 나전칠기 한국의 나전칠기 곽대웅 황지연[ ] , ,

나전칠기의 역사는 확실하지 않지만 문헌이나 유물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대

략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나전칠기 는. ( )螺鈿漆器

목재를 주로 사용해온 고대에서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표

면 처리하여 보존하는 칠공예의 역사에서 매우 비중이 큰 분야이다 여기서.

칠이란 옻칠을 말하는 것으로 옻칠은 목재의 껍질을 벗겨낸 목질의 피부에 새

로운 피부를 입혀 목질을 보존하는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가장 값진 칠이다, .

이의 역사는 매우 깊어 청동기 시대에 이미 그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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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은 자연의 질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정신과 태도로 살아온‘

우리의 기질과 성향으로 보아 애용된 것 같다 그리고 옻칠은 자연에서 얻어.

낸 자연의 칠이란 점에서 그 채취과정이나 방법으로 볼 때 귀하게 쓰인 칠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 신라에 이르러서.

는 더욱 높은 수준의 옻칠의 가공기술과 솜씨로 널리 애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는 지정학적으로 독립된 고도에 있는 섬과 같은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이

웃과 교류하면서 정신과 발명된 문명의 성과를 나누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질과 기법 등을 받아들이지만 기법과 표현된 내용은 우리가 살

아 온 도구들이나 정신과 사상에 따라 받아들인 기법도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

이다 신라에서는 칠전 이란 관아 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칠전. ( ) ( ) , (漆典 官衙 漆

은 당시 금전 철유전 와기전 등과 함께 공장부) ( ), ( ), ( ) (典 錦典 鐵鍮典 瓦器典 工匠

에 속해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단 같은 귀한 천을 다루는 금) .府

전 과 함께 칠전 은 신라에서 칠기구 의 일을 맡았던 관서로( ) ( ) ( )錦典 漆典 漆器具

서 경덕왕이 한 때 식기방 으로 개명하였다가 다시 칠전 으로 고( ) ( )飾器房 漆典

쳤다 이곳에서 칠생산을 주도하였음이 삼국사기 제 권 권 잡지, 8 39 ‘ ( )’雜志

칠전 경덕왕개위식기방 후복고 에 보면“ , , ( , , )”漆典 景德王改爲飾器房 後復故

기록되어 있다 개명된 이름으로 보아 품귀가 높은 성골이나 진골들의 실내를.

꾸미거나 장식하는 가구로부터 그릇 등에 사용하는 것을 다루는 관아인 것은

보면 품위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데 옻칠 이 귀하게 사용된‘ ’ ‘ ‘

것을 알 수 있다.

나전칠기의 기법은 중국 당대의 나전과 일본 나라조 의 나전 신라 때( ) ,祭良朝

칠전 이 있다고 하였다 권상오 중국 한자에서 칠 자는 물수 변( ) . ( ) ‘ ’漆典 漆

에 나무목 밑에 사람인 물가에 있는 나무에서 사람이 뽑아 낸( ) , ( ) ( ),水 木 人

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옻칠에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 표.

기로 일본을 으로 한다 그런데 소문자 은 옻칠‘Japan' . ’japan 1. (lacquer)

칠기 칠 공예품 세기 영국자기에 상용된 동양풍의 디자인2. ( ), , 3.18~19漆器

무늬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타동사( ) , - (vt. - 로는panned; -pan. ning) ,

옻칠을 하다 옻칠 비슷한 꾸덕꾸덕하고 검은 광택이 나는 도료를1. ; 2. ( )

바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를 칠장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 , ~ner,

는 것을 보면 일본 의 영어표기를 할 때 으로 소문자를 대문자( ) 'Japan' 'j'日本

로 한 것을 보면 옻칠이든 검은 칠이든 칠과 일본의 이미지에는 특별한 인상

을 받아 영어 표기가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의미. 'lacquer'

에도 옻칠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타동사로 쓰일 때는 첫째 의미가 옻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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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다 이다’ .

이렇게 옻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옻칠의 경우도 있지만 우, ,

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찾고 그 가치를, ,

오늘의 디자인에서 독특한 창조적 사용으로 어떻게 빛을 발휘케 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의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나전칠기의.

역사의 기술 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 .記述

생활공간과 나전칠기2_

한국의 나전칠기 공예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공간과 문화에 대하여 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생활에서 음양론을 기초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살펴야.

하는 것은 여성중심의 생활공간 내당 과 남성중심의 생활공간 사랑( ) ( )內堂 舍廊

이 있다 가정에서 두 공간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여성공간을 지배하. .

는 주인을 안주인 그리고 밖의 공간 사랑의 주인을 바깥주인이라고 호칭하[ ] [ ]

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음양 의 생활 사상을 존중한 데( )陰陽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의 집주인은 안주인과 바깥주인으로. [ ] [ ]

주인이 둘이다 그러므로 안주인 공간의 문화와 개념은 바깥주인이 머무르는.

사랑채의 공간 개념과 다르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여성생활을 이해하지 않고 나전칠기를 말하기는 어렵다.

흔히 조선조 여성이라고 한다면 권리를 가진 주체를 누리며 살기 보다는 통제

와 억압 속에서 살아온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조선이 유교사.

회이며 유교적 윤리관이 여성에 대하여 엄격한 규범과 절제 된 삶을 규범으,

로 하는 사회였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교적 규범은 남성에.

게도 엄격한 사회 전체적 윤리 규범으로 생활정신과 사상이었으므로 여성에게

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여성생활이라고 말하. [ ]

는 서구의 사회적 인식을 빌려 온 용어로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가정이란 한 단위의 족속이 살아가는 집에서 안주인이 거처하는 내당에는[ ] [ ]

내당의 일이 있고 이 내당의 일은 안사람의 안살림의 일이다 여기서 안, [ ] . [

사람이란 호칭은 같은 서열이나 위계의 연장자나 제수에게 자기의 내당에 거]

처하거나 혹은 안방에 거처하는 아내를 말할 때 쓰인다 내자 는 안사, . ( )內子

람 안주인을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사용한다 집의· .

중심은 안에 있고 그 중심에 있어 집의 모든 살림살이오늘날의 용어로는[ ] (

를 전담하는 주인이다 그리고 그 주인의 생활호칭은Home Management) .

어머니이다[ ] .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여성과 어머니는 다르다는 것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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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과 아버지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 [ ] [ ] ( ) .同一視

므로 여성용가구라는 것은 사실 안주인의 가구로 그리고 어머니의 가[ ] [ ] , [

구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온 살림을 경영하는 어머니 품에서 어린] .

시절을 보내고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성년을 지난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은 한 여성에 대한 기억이 아니다 어머니는 아늑한 아랫목의 품처럼 사랑의. ,

손길로 만드신 맛을 먹으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진 고향이 내당 공간의 심상이다 대 를 물려 한 집안을 다스리는 바깥주. ( )代

인의 사랑방이 따로 있으며 젖먹이 시절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고 그리하여,

장성한 후 떠나는 내당은 한 가정의 구심점으로 살림을 경영하는 한 집의 중

심이 된다.

이 안방의 가구가 나전칠기로 장식되었다 나무가 아무리 굵어도 심재[ ] . ( )心材

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에 쓰러지듯 가정도 안주인의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

우며 깊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린다 그런데 안주인이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 .

니 사랑방에서 바깥주인의 할 일은 글을 읽고 학문을 하는 것이다 일컬어, .

선비의 생활인데 거기에는 마음을 닦아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흔드는 욕,

심과 번다함을 피하기 위해 안방가구와 같은 수장가구가 없고 너절하게 얹어,

둘 기물도 없다 가구들은 담백하게 꾸민 것으로 무쇠 장식을 주로 썼으며. ,

기물들도 매우 절제되어 있다.

책상이나 연상 에는 운각 을 새기지 말며 주황칠 은 아예( ) ( ) , ( )硯床 雲脚 朱黃漆

하지 말라 질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라 문목으로 만들어 고담 하게 하, , ( )高談

라 문갑에도 유난스레 기화 를 새기지 말며 차라리 조촐할수록 좋은 것, ( ) ,奇花

이다 하였다 이렇게 사랑의 가구들이나 공간의 개념은 겸허 함을 강조. ( )謙虛

하는 것에 대하여 안주인이 가정생활 살림살이를 맡아 경영하므로 가정을[ ]

지킨다면 바깥주인은 정신세계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 임무를 위해 학문을[ ]

하였으며 바깥주인이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

이었다.

반가 의 선비이지만 정신적 삶을 더 중요한 것으로 존중해 온 가정에서( )班家

가난한 살림살이를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에서

나전칠기와 주황칠 가구는 어머니의 피어보지 못한 꽃심 을 들어내 주어( )花心

꽃심을 잃지 않게 하여 준다 음 의 공간에 양 의 기 를 넣어주는 격. ( ) ( ) ( )陰 陽 氣

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양 의 공간에 기 를 절제하기 위해( ) . ( ) ( )格 陽 氣

음 을 강조한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 .陰

시집온 후부터 내당 마님 어머니가 곳간의 열쇠 꾸러미를 물려받고 안방을[ ]

차지할 때까지 겪어 온 생활은 족속의 어머니가 되는 훈련의 시기이며 딸[ ] ,

로 태어나 여자가 어머니로 변하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전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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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모든 가내의 가구들은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어머니의 정이 들어 있는

가구로 되었을 때 가구의 제 맛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전칠기의 빛깔.

은 어머니의 빛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빛깔문화와 나전칠기3_

나전칠기에서 빛깔 문화를 말하려는 것은 나전칠기를 단순히 나전을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우리 문화에서 빛의 사상이 있고 그 사

상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는 예부터 색 을 빛으로 인식해 왔다 색 은 한자어이지만 우리말로 색( ) . ( )色 色

은 빛깔 이다 이희승의 국어사전에서도 빛 빛깔 로 되어 있다 그래‘ ’ . ‘ ’,‘ ‘ .

서 흰백 자는 우리말로 밝이다 그래서 백두산 은 밝기가 머리가( ) ' ' . ( )白 白頭山

되는 산이란 의미이며 태백산 은 크게 밝은 산이다 세계에서 색을 고, ( ) .太白山

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빛깔로 인식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 .

예부터 빛으로 인식해 왔다 그래서 빛깔이 어둡다 네 빛깔이 없다. “ .“, “ .”

고 말하고 네 얼굴빛이 어둡다 근심이 있느냐 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백,“ . “ .

의민족은 온전한 우리말로는 흰옷을 입은 민족이 아니라 빛을 입고 사는 민'

족이란 뜻이다' .

빛깔이 곱다라는 말을 한다 나전칠기를 보면 빛깔이 몹시 곱게 보인다 자" " . .

개의 영롱한 빛깔이 좋고 빛에 따라 느껴 오는 빛깔의 변화가 마음에 드는

것이다 빛깔에서 깔 은 빛의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자개는 많은 빛깔을. ‘ ‘

내고 있어 화사하면서도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자연 빛의 여러 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인식에서 밖의 공간은 밝고 안의 공간은 어둡다. ( ), .陽

고 인식된다 그래서 밖의 밝은 곳은 담백한 빛깔로 공간을 채우고 안주( ) . ,陰

인이 생활하는 안의 공간은 화사한 빛깔로 채워 음 의 빛에는 양 의 빛( ) ( )陰 陽

깔로 조화를 이루고 밖의 사랑 양 의 공간은 음 의 빛깔로 조화를 이루, ( ) ( )陽 陰

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빛깔을 즐기는 문화는 독특하다 예를 들면 평소의 일상에서는 흰옷을.

즐겨 입고 살다가 정월 초하루 날이 되면 전국이 온통 화려한 빛깔들로 폭죽

같이 터져 나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변하여 빛깔을 즐기다가 다음 일이 지3

나면 그 화려한 빛깔들이 어디론가 숨어버린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내당. (內

의 빛깔은 숨어버린 빛깔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빛깔의 문화적 해석은) .堂

문화적 이해를 수반한다 빛깔의 문화적 이해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빛깔.

을 정신문화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것은 빛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

어머니의 마음과 그 손길은 시김의 빛깔[ ]이라 할 수 있다 시김의 빛깔이란. [ ]

세월에 의해 삭혀져 나온 은은하고 깊은 빛깔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전칠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빛으로 인하여 한결같은 빛[ ]을 내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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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고 대를 물려 내려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 나전의 영롱한 빛깔의,

가치가 주황색의 주칠과 흙칠의 검은 바탕에서 영롱한 빛이 더 살아 내당의

정신을 빛내고 있다 한국 어머니의 특징은 가족에 대한 한결같은헌신으로. [ ]

마음을 다스려 살아가는 큰마음의 빛깔이 시김의 빛깔이다 이 빛이 흰빛이.

다 흰 빛은 깔이 없는 빛이다 아무런 빛깔도 남김없이 반사시키는 다 내어. .

주고 나면 흰빛으로 보인다 나전칠기의 빛은 흰 빛깔 속에 숨어 있는 영롱한.

빛이 되어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천민 은 이 땅에서 삶을 가로 막고 있는 인( )天民

생의 희로애락 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김하여 자기순수를 갈망하( ) ,喜怒哀樂

며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빛깔의 결[ ]이 진주조개의 빛깔의 결[ ]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당에 자리 잡고 있는 나전칠기의 빛깔은 안주인. 어머[

니의 빛깔]이다 흰빛은 정신적 삶의 절정 에 이른 형이상학적 빛깔이며. ( ) ,絶頂

깔이 없는 무념 의 빛이다( ) .無念

노자의 도덕경 장 검욕 에서 찬란한 오색의 빛이 사람의 시각을 멍들12 ( ) “檢欲

게 하며 난잡한 오음의 음악소리가 사람의 청각을 혼란케 하며 잡다한 음식, ,

의 맛이 사람의 미각을 상하게 하며 멋대로 말을 몰아 달리며 사냥을 하는,

놀이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어려운 귀중한 재물은 사람을 타락 시킨

다 고 하였다.” .

사람이 빛깔과 무늬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누구나 순수할 수가 있고,

꾸미려고 잔꾀를 부리지 않을 것이다 나전칠기의 흰 빛깔은 인간에 의해 만.

들어진 빛깔이 아니라 마치 화장하지 않은 그대로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

곧 마음의 빛깔이라 할 것이다 나전칠기의 빛은 자연이 그대로 발 하는. ( )發

무위 의 빛 진주조개의 영롱한 바다의 빛 그대로 있는 자연의 빛이다( ) , , .無爲

말하자면 사람의 뜻에 따라 작용하는 것 이 아니고 무위자연( ) , ( )人爲 無爲自然

의 빛이다.

천연재료인 자개의 빛깔은 천년이 아니라 천만년이 지나더라도 변치 않는 영

롱한 빛깔이다 전복이나 소라와 같은 조개껍데기가 세월을 지나며 성장하면.

서 투명한 층으로 조금씩 두꺼워진 진주층으로 빛을 받으면 오색영롱한 빛깔

을 띠게 되며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빛깔이 다채롭게 변하여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그런 자개의 빛깔은 비눗방울이나 물에 뜬 얇은 기름 막에 아롱져 나타.

나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의 간섭색 으로서 무지개에는 없는 자주 빛도“ ”

나타난다.

국립박물관 나전칠기 한국의 나전칠기 곽대웅 황지연[ ] , ,

이렇게 나전칠기의 자연 빛은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소박, ,

하고 담백하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살아온 우리의 생활정신과 같다 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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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빛깔이란 담백한 맛의 빛깔이다 이것은 어느 것에도 기울어짐이 없고 잡. ,

스러운 빛깔들이 제거된 자연의 순수한 빛깔을 말한다 담백한 음식을 좋아,

하고 욕심 없이 담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빛깔이며 얼굴의 빛이다 흰빛은, , .

순수한 생명의 빛이다 시김의 빛은 담백한 빛이다 안주인의 빛은 담백한 빛. .

이다 담백함의 깊음은 조용하고 맑고 깊은 정숙 과 고요하고 엄숙한 정. , ( )靜淑

숙 함이다 노자는 마음은 깊은 것을 좋아한다 고 하였다 우( ) . “ ( )” .靜肅 居善淵

리는 심지 가 깊고 굳건한 사람 어질고 의롭고 예가 바르고( ) , , ( ), ( ),心志 仁 義

슬기로운 사람을 존중한다( ), ( ) .禮 智

흰 빛은 절제의 궁극 의 빛이다 담백한 빛깔은 무색 이 아니다[ ( ) ] . ( ) .窮極 無色

아무빛깔도 없는 빛이 아니다 흰빛은 무위 의 빛을 의미한다 무위의 빛. ( ) .無爲

깔은 인간의 덫 칠함이나 가공한 빛깔이 아니라 자연이 지닌 그대로의 빛깔,

을 가감 없이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 빛깔이 살아있도록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 빛깔만의 무위가 아니라 그 자개를 사용하는 기법.

에 있어서도 무위 의 기법이 나타나야 나전칠기에서 무위 를 논할( ) ( )無爲 無爲

수 있다 기법에서의 무위는 뒤에 논하겠지만 우리의 건축에서 나무의 자연.

빛깔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한 것이나 정원에서의 무위 등 전반적으로, ( )無爲

무위 는 자연스럽게 자연을 자연으로 그 맛을 잃지 않게 하려는 빛깔의( ) [無爲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도 인간의 행위가 없을 수 없고] . ,

인간의 생각이 깃들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무위 는 성립할 수. ( )無爲

있는가 여기에 답하는 사상이 위 무위 이다 이 말은 인간이 행위? ( ) .爲 無爲

를 가 했지만 행위 하지 않은 것 으로 남아 있도록 사람의 생각을( ) ( ) ( )爲 加 無爲

무위 한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며 아름답게 보이는 미( ) ,無爲

의식이다.

나전의 빛은 무위 의 빛으로 무위극치 의 흰빛으로 그 속에 영( ) ( )無爲 無爲極致

롱한 빛깔을 스스로 그러하게 내고 있다 이 무위극치의 흰빛이. 어머니의 빛[

깔]이며, 한결같은 빛[ ]이며 이 빛깔을 좋아하고 무위 의 빛깔을 아름다, , ( )無爲

운 빛깔의 미적가치를 표현해온 무위 사상으로 살아온( )無爲 사람의 아름다[

운 빛깔의 결]이 나전칠기의 빛깔이다 이 빛은 문명의 빛이 아니라 정신문. [

화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전칠기에서 한국디자인 의 빛깔이 여] . DNA

기에 있는 것이다.

나전칠기의 내당가구들이 대낮의 밝은 빛 아래서는 진정한 나전의 맛을 느낄

수 없다 우리나라 집의 구조에서 내당의 안방에 들어오는 빛은 창의 창호를.

통해 부드러운 우유 빛깔처럼 들어와 방의 장판지에 반사된 빛과 우유 빛이

혼합된다 시김된 그 빛을 받고 있는 내당 안방공간에서 나전칠기의 맛을 느.

낄 수 있게 된다 그 느낌은 부드럽고 온화한 빛 속에서 은은하게 느껴오는.

화사함 수구적 표현으로 화려한 색채들이 그늘 속에서 지각되는,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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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또는] [Shade Color 의 느낌이라 하겠지만 안방 빛을 받고 있는 나전칠]

기의 맛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어머니의 마음 즉 어머니[

의 빛]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아름다움은 어머니의 아름다우신. 마음의 빛깔[ ]

이다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빛깔[ ]이 있다 자개의 빛깔에서 우.

리가 느낄 수 있는 빛깔의 가DNA 어머니의 빛[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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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3

왜 나전칠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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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 공예 역시 일반적인 공예가 지니는 특성을 잘 가지고 있다 공예는.

시대마다 생활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 쓰이는 도구들을 편리하게 하는 오늘의

디자인과 같은 기능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안목에 따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생활미술이다 그러므로 공예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잘 알게 해주는.

대상이다 더구나 나전칠기는 신라시대의 골품제에서는 금 은 동과 같은 귀. , ,

금속 다음으로 귀하게 쓰이기도 하였다 특히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의 고려시.

대의 나전칠기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인의 기질과 성향이 잘 나

타나고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공예가 시대 읽는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준다.

한국 나전칠기는 물론 공예 전반을 한눈으로 조망 하여 한마디로 말할( )眺望

수는 없겠지만 말한다면 무위 의 도 의 미학이라 할 수 있으며 무, [ ( ) ( ) ] , [無爲 道

위 의 도 의 미학을 실현한 나라는 동북아에서 극 사실 지( ) ( ) ] ( ),無爲 道 極 寫實

극히 섬세한 기 를 표현해온 중국도 아니고 화려한 색과 기술 의 교( ) ( )極技 技術

와 패턴을 표현해 온 일본도 아니라 한반도에서 살아온 한국 미술에서 유( )巧

일하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연의 이 를 따라 살아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 ) ,理

그에 따르며 생활해 온 세계에 깊숙이 흐르는 사상 으로 생각하고 판단( ) , ,思想

하고 행동해 온 미학이 순리 의 미학 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순, ( ) ( ) .順理 美學

리 의 미학 은 한국디자인 미학의 라고 하겠다( ) ( ) DNA .順理 美學

김영기 교수의 강의록( )

여기서 순리 의 미학 을 말하는 것은 공예가 기 를 위해 도구( ) ( ) ( ) (順理 美學 技 道

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야 하는) ,具

까닭에 위에 언급한 내용들과 상반될 수 있으므로 특히 나전칠기에서 보여주

는 비교적 정교하게 표현된 문양과 기법들에서 순리 의 미학 이 어( ) ( )順理 美學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나전이란 뜻은 소라 라 와. ‘ ’螺

보배로 꾸민 그릇 전 자로 되어 있어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보배롭게‘ ’ ,鈿

장식한 기물 을 뜻한다( ) .器物

여기 일본 사가와 미술관 관장 사와다 사다무 가 쓴 세계( ) ( ) [佐川美術館 河田 貞

속의 한국나전칠기의 글에서 발췌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

고려나전의 세련된 기법은 기타무라 미술관의 경전함에 의해서도 알려졌듯이

비로소 기교가 최고조에 도달한 절정기의 나전칠기를 출현시켰다고 시술하고

있다 고려의 나전칠기는 불교를 일으키고 경전을 넣는 함이나 종교의 경건함.

과 충성심 종교적 신앙의 깊은 마음에 힘입어 그 정교함이란 우리의 기질과,

성향에 충실하였다기보다는 종교적이며 사회적 의미가 많았으므로 우리의 미,

의식이 잘 나타난 시기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의 공예도 섬세함 표현한 시대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조선에 이르러 그 섬세하

고 정교함의 기법을 넘어서 여유롭고 대범하여 진 것은 조선에 들어 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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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토대로 한 정치 백성을 위한 훈민정음의 창제 등 새로운 시대적( : ) ,民

발전을 통해 우리의 인류학적 가 비교적 출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DNA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정점에 달한 나전의 기법.

이 고려의 멸망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실 내용상으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가야의 토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유와 해학 기법에 대하,

여 대범한 태도를 보인 유물들에서 나타나는 심미성이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러나 쇠퇴하였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다시 활발하게 제작되는 나전공예“

를 감안한다면 고려왕조의 권위가 현저히 실추된 세기 후반부터 새 왕조, 14

초창기인 세기 전반에 이르는 과도기의 세기는 고려 나전을 낳은 정연한15 1

공인조직이나 전통적 기법은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혼란스러운 양상 속,

에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모습이 싹 튼 어지러운 변혁의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세기 후반부터 세기의 세기는 한국의 역사에서 정치 사회14 15 1

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시대였으며 그 현상은 서구의 르네상스의 문예,

부흥기를 통해 근대사가 시작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근대로 들어서는 역사

적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시대의 증거가 바로 문자가 달라야 한. [

다 백성을 위하여 쉽게 쓰도록 하라는 명확한 의도가 밝히듯 새로운 시] [ ], [ ]

대를 열어가는 역사 전환기였고 그 전환기의 역사의식으로 보면 고려의 쇠퇴,

기에 따른 새로운 출현이 아니라 고려시대를 끝으로 새로운 역사시대를 열어

간 것이므로 나전칠기뿐 아니라 모든 예술에서 새로운 미의식이 동시다발적으

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분청사기이다 고려의 청자에 비하면. .

분청은 혁명적인 전환의 미의식이다.

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자 간에 큰 차이는 표현기법에 기인한다 그 현저한 사례가 고려시대의“ .

넝쿨무늬에서는 상투적인 기법이었든 금속성의 넝쿨줄기를 대신하여 고려 말

에 등장한 이른바 끊음질 을 계승한 넝쿨줄기선이 등장한 것이다 넝쿨( ) .切貝

줄기의 금속선에서 나전선 으로의 변용은 한편으로 넝쿨줄기가 굵은( )螺鈿線

선이 되는 것을 촉진하였으며 그 영향이 의장 전체로 파급된 것은 당연하다, .

꽃무늬는 대형화하는 반면 그 수를 줄이고 의장효과를 높이기 위해 번잡한,

앞 무늬는 제외되고 소수지만 명쾌한 잎 무늬를 시문한 넝쿨무늬가 창안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고려 나전의 정교함은 없어졌지만 흙칠의 공간을 살려 배치된 그런 넝쿨무늬

의 대범하고 거침없는 곡선 표현은 한국 나전 의장 외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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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수법이며 그 대범한 의장 감각이야 말로 그 후의 조선 나전 전반에도,

통하는 독자성인 것이다"

가와다 사다무일본사가와미술관관장( )

고려 나전의 정교함은 없어졌지만 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한 그가 살아온“ “

일본의 공예가 추구하는 기교의 기법 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볼 때 당연한‘ ‘

것이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 나전기법의 붙잡힘에서 벗어나 우리의 미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우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의 글 전반에 흐르.

는 기법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공예 시각이겠지만 그런 시각은 우리의 미의식

의 사상적 기반인 물아무간 사상에 따라 나타고 있는 기 의 지나( ) ( )物我無間 技

친 표현에 거리를 두는 심미성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의 공예를 보는 특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다.

한국의 미술은 조선에 이르러 미학적 성향이 뚜렷하게 특히 공예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대범하고 거침없는 곡선[ ]이란 표현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느껴졌

을 것이다 일본의 공예에서 문양처리는 문양이 지닌 근본적인 연속성과 규칙.

성에 매우 충실하게 표현한다 일본의 공예는 문하 에 의해 계통적이며. ( ) ,門下

계승적으로 그 정신과 기법이 이어지고 있어 정교하고 섬세한 솜씨가 발휘되

지만 문하 의 질서와 규칙에 벗어남이 없다 그러한 공예의 문양처리와( ) .門下

기법의 기교는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되며 그 손 의 솜씨를, ' ‘

감상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우리 공예의 특징은. 규칙에 준하나 규[

칙에 매어있지 않은] 성향이 특징이며 감상자와 대상과의 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섬세하면 할수록 감상자를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여 미적거,

리 가 매우 가깝다 그래서 감상자를 더욱 사로잡게 된(aesthetic distance) .

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규칙에 준하나 규칙에 매어있지 않은[ ] 문양의 처리

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그 문양의 섬세함이 아니라 문양의 맛[ ], 규칙[

속에 자유함의 마음]을 볼 수 있어 섬세한 손 감각을 멀리하게 된다 그 결과.

로 공예가의 인간성이 정감 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므( ) .情感

로 솜씨의 섬세함이 섬세함에 대한 기교의 감탄이라면 표현하는 공예가의 마,

음의 섬세함은 오히려 손의 기교를 뒤로하고, 대범하고 너그러운 기[ ( )]技 로

처리하여 정 을 느끼게 하여준다[ ( )] .情

자연보다 섬세한 인간의 솜씨는 없다 그럼에도 자연은 섬세하게 느껴오지 않.

고 우리가 바라보고 정 을 느끼고 정 을 마음에 담도록 한다 이( ) , ( ) .情 情 자연[

의 이치 를 따르는 기( ) ( )]理致 技 를 사와다 사다무 씨는 대범하고 거침( ) [河田 貞

없는 곡선이라고 표현 한 것이다 대범하고 거침없는 곡선은 손으로 하는 것] .

이 아니라 대범한 마음의 흐름을 따라 표현한 선 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線

나전칠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은 일본의 이름 에서 설명한바‘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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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발전시켰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전이 우리의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공예이지만 한국나전칠기가 그들과 어떻게 미적가치가 다르며,

과연 그 미적가치가 독특한가에 연구의 쟁점이 있는 것이다 결국 재료와 기.

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자신의 미의식과 인간성이 나전칠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전칠기는 한국디자인 발굴 연구에 좋은 선례가. DNA

될 것이다.

나전의 공 과 예1_ ( ) ( )工 藝

일본에 전해지는 원나라 연우 년 명 창금경전함 에“ ( )2 (1315) ( )延祐 金經典函戧

기술된 명문에 의해서도 명확하듯이 그 수나 조직에 있어서 뛰어난 원나라 칠

공방에서 이를고려 나전의 대장경 경전함을 지칭 능가하는 나전칠기를 만드( )

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원나라.

나전칠기이다 나전의 주름질 무늬는 이미 극도로 세련되고 정밀해졌다. ‘ ’ ,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명대 초 나전칠기에도 미치게 된.

것이다.”

공 에 의해 예 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와 예 에 의해 공 이 작용( ) ( ) ( ) ( )工 藝 藝 工

하는 경우가 있다 공 은 도구와 기법 그리고 섬세하게 훈련된 달인의 손. ( ) ,工

이 도구를 다룬 솜씨에 기인하는가 하면 예 는 정신과 사상 그리고 새로, ( ) ,藝

운 느낌의 맛과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인간의 정감 을 일으킨다 그래서( ) .情感

새로운 기법이나 표현이 예 를 탄생시키는 경우도 많으며 대개 중국이나( ) ,藝

일본의 경우는 예 에 의해 공 이 표현되는 경우이므로 예 가 새로운( ) ( ) ( )藝 工 藝

예감 의 표현을 위해 새로운 기법을 탄생시키며 새로운 예감 은 이( ) , ( )藝感 藝感

전의 형식과 기법으로는 어려우므로 새 형식과 기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한.

국인은 먼저 예감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 기질과 성향이 있다( ) .藝感

공 예 를 논할 때 공 예 로 분리하여 말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 ) ( ) ( ), ( )工 藝 工 藝

을 것이다 나전칠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 의 부분과 예 부분을. ( ) , ( )工 藝

분리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전칠기에서 기법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더 중요한 것은 예 에 따른 미의식의 해석이다 앞으로 나전칠기의 기( ) .藝

법을 말하는 것은 그 기법이 어떤 미의식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미적 개념이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논하려고 한다.

자개무늬의 제작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타'

찰기법 주름질 기법과 끊음질 기법 그리고 부착 기법이다( )', ' ' ' ', ( ) .打擦技法 附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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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여러 기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름질은 면 형태의 무늬를 만드는' '

방법이고 끊음질은 선으로 구성된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다' ' .

목지나전 상감기법2_ ( ) :木地螺鈿

목지나전 상감기법은 자개무늬를 나무표면에 자개무늬 모양으로 파내어 자개

를 상감한 다음 칠을 하고 갈아내어 나무의 면과 평면이 되게 하는 기법이다.

기법은 간단하지만 과정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소지로는 박달나무 화류 흑.  , ,

단등 단단한 목재를 사용한다 자개무늬를 상감한 나무의 표면을 사포로 자.

개와 목재표면을 평면이 되도록 갈아 맞춘 다음 그 위에 옻칠을 하고 광택을

낸 다음 조각도로 무늬를 새겨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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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지나전 기법은 목지 소지 위에 옻칠로 밑바탕 작업을 한 표( ) ( )漆地螺鈿 木地

면위에 자개를 붙이고 옻칠한 것을 칠지나전 이라 한다( ) .漆地螺鈿

칠지나전 이 목지나전 과 다른 점은 목지에 기본 바탕의 칠( ) ( )漆地螺鈿 木地螺鈿

을 하고 자개무늬를 접착한 다음 옻칠을 거듭하여 자개의 두께만큼 옻칠이 오

르면 자개위의 옻칠을 벗겨내어 자개 빛깔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끊음질기법 주름질기법 타찰기법 모두 칠지나전 이라 한다 칠지나전.

은 목지나전 이 소지 표면에 무늬를 파내고 끼워 넣는 상( ) ( )漆地螺鈿 木地螺鈿

감기법과는 다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옻칠의 두께로 인하여 두기법이 마.

치 상감을 한 것 같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목지나전 상감기법은 고려시대 상감청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木地螺鈿

개무늬를 만들고 자개무늬 두께에 맞추어 나무에 자개무늬가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그곳에 자개무늬를 박아 넣어 나무의 목질 과 천연의 빛깔이, ‘ ’木質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맛을 낸 것이다. 자연의 목질 과 천연의 빛깔[‘ ‘ ’ ’

이 어우러지는 맛] 즉 자연과 어우러지는 맛[ ]을 멋으로 완성시키는 미의식[ ]

이 목지나전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 목지나전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것은 나전 과 목지 의 어울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목지와( ) ( ) ,螺鈿 木地

나전의 관계를 볼 때 어떤 재료가 다른 질감의 재료와 만날 때 어우러짐이

좋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윤택이 있는 재료와 윤택이 없는.

재료 섬세한 질감과 거칠은 질감의 관계가 극단적일 때 어우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무의 질감과 나전의 질감은 어우러짐이 기법.

에서나 재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것 같다 그러나 반면 옻칠과 나.

전의 만남은 옻칠의 윤택 함과 나전의 만남이 쉬운 방법이 되어서가 아( )潤澤

니라 칠지나전 이 되면서 만족스런 칠의 두께와 두께로 인한 상‘ ( )’漆地螺鈿

감효과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다 더 어우러짐을 발견하고 목지나전‘

을 뒤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연의 재료라는 것만으로 조( )’ .木地螺鈿

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목질이 질감과 나전의 질감은 질감조화에 부조화성.

을 가진다.

그리고 나전의 형태를 상감하기 위해 파낸 자리에 나전을 끼워 넣으면 그 가,

장자리의 감각이 상감도자기에서와 같이 완전히 세련되기 어렵고 부자연스런

목재와 나전의 만남이 칠지나전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간 듯하다.

자연스러운 맛의 미적효과를 추구하는 우리는 부자연스런 맛의 미의식을[ ] [ ]

거부하고 멀리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에는 자연스러움을 이루어 내는. [ ]

맛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 .

나전 의 전통 주름질 기법3_ ( ) ( ) :螺鈿 傳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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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나전은 아주 섬세하고 작은 무늬로 주름질 되어 있다 주름질.‘ ’

은 자개 위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끝과 같은 가는 선으로 선각 하여‘ ’線刻

무늬를 따내거나 가위로 무늬를 오려내는 것을 주름질 기법이라 한다

즉 선각하는 작업을 장인들은 살친다 혹은 살 넣기 라고 하는데 이 말은‘ .’ ' '

일상생활에서 창살이라든지 빗살이라는 말과 같이 섬세한 선들은 살이라고' ' ' ' ' '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살을 내는 행위를 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느질 물' ' ' ', '

질 다림질과 같이 주름질은 마치 자개가 주름진 것 같이 보이도록 살을', ' ' ' '

넣은 주름살질에서 살을 뺀 것이다 그러니 살질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 ' . ' '

까 한다 여하튼 살은 우리나라의 모든 미술에서 중요한 미적 요소이다 선. ' ' .

의 미학에 대한 탁월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의식에는 섬세함을 지향하는 의식보다는 큰 문양과 대범

하게 처리한 문양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의문을 품게 된다? .

일반적으로 무늬가 섬세하면 할수록 어떠한 것이든 사실성에 가까워지고 사,

실성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무늬가 아니라 사실에 충실한 그림이 된다.

좋은 예가 고려의 상감청자에 상감된 학과 백자에 그려진 용을 보면 중국이,

나 일본의 경우는 학 과 용 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림으로 있지( ) ( )鶴 龍

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학 은 날아다니는 학으( )鶴

로 하늘을 휘감고 있는 살아있는 용 으로 지각된다, ( )龍

고려의 상감청자에 상감된 학과 백자에 그려진 용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학 과 용 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무늬가 되어 있지만 조선( ) ( )鶴 龍

시대이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적이지 않아 회화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공예무늬들은 회화같이 오히려 학 은 나전칠기를 보면 섬세함을 떠나 학( )鶴

과 용 의 심상 마음의 이미지에 더 충실하려는 예 를 중시한( ) ( ) ( : ) ( )鶴 龍 心象 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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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미의식 그 는. DNA 심상 의 리얼리티[ ( ) ]心象 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실에 충실한 섬세함보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물의 이미지를 추구한

추상성 것을 나전칠기에서도 볼 수 있다 주름질 기법의 무늬가 중요한 것( ) .

이 아니라 어느 문화에서든 그들의 기법 선택은 그들의 미의식에 의해 응용되

는 방법일 뿐이며 그 결과가 가져오는 미적 개념은 기법에 의해 표현되었다

해도 미적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자연스러운 맛의 미적효과를 추구하는 우리민족은 인위적인 부자연스런 맛[ ] [ ]

을 멀리하는 것이다.

선 의 조형성 끊음질 기법4_ ( ) ( ) ;線 造形性

끊음질이란 굵고 가는 직선의 자개상사를 그림에 따라 끊어서 표현하는 기, ( )

법이다 끊은질 기법은 형태 표현의 기하학적 처리인 조형원리로 표현 된 기.

법으로 우리의 독특한 미의식의 성향을 나타내 주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현대조형미술의 원리의 요소에서 점 선 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 , ]

요소이다 점 으로 시작하여 그 궤적은 선 이 되고 선 의 궤적. ( ) ( :line) , ( )點 線 線

으로 면이 된다 이 조형요소들은 평면상에 표현하는 모든 입체적 사물들.

을 평면적 형태로 그려내는 요소와 원리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things)物

와 요소이다 그런데 이 삼 요소 중에서 선 은 모든 사물들을 표현할 수. ( )線

있는 요소이다 수직 수평 대각선 곡선 등 모든 형태들은 직선 으로. , , , ( )直線

표현이 가능하다 원은 무수한 다각형으로 많은 직선들이 원을 만들게 되어.

직선은 모든 형태와 배경 모두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하학적 개념에.

바탕을 둔 그래픽 표현이다 그러므로 끊음질 기법에서 직선을 짧게 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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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 되고 원을 만들 수도 있고( ) , ,點 무수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

의 발견( ) ]線 이것이 기법으로서의 끊음질의 가치가 아니라 끊음질을 창안하,

게 된 동기가 바로 내용표현의 원리를 발견한데 있는 것이다 끊음질의 가치.

는 사실성에 묶이지 않으려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이 직선으로 가늘거나 굵게 자개를 잘라 놓은 선을 끊어서 사용하는

표현은 표현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끊음질로 표현한 나전칠기 작품을.

옮겨 놓으면 현대 그래픽디자인의 감각과 패턴이 현대감각으로 살아 있다 자.

연의 사물을 선의 감각으로 표현한 이 기법은 단순한 기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지 표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 말에서 공감을 얻은 것은 역시 공예가들이 보는 견해는 기법에 치중되었지

만 기법은 이러한 내용상의 관심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 표현이 훌륭하게 나타

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디자인 에서. DNA 선의 발견 선의 감[ ,

각 선의 미학, ]은 나전칠기에서도 중요한 미의식의 성향임을 알 수 있다 끊.

음질 기법에서는 현대적 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조형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한 듯이 처리한 미의식은 가히 놀라울 만 한

것이라 하겠다 훈민정음에서 한글의 창제가 매우 기하학적이라는 연구. DNA

에서 밝혔듯 선묘법의 나전칠기야 말로 우리의 미의식 에는 추상DNA [ ( )抽象

된 기하학 원리가 공통적으로 숨겨진 질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연 의 필연 감 타찰기법5_ ( ) ( ) ( ) : ( )偶然 必然 感 打擦技法

타찰 기법은 조선시대의 특별한 기법으로 나전칠기에서는 매우 의미 깊은 뜻

을 가지고 있다 타찰 기법을 알아보면 주름질 된 자개를 붙일 때 두드려서.

붙이는데 두드릴 때 자개가 부서져 자연스러운 균열이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

다 이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 도자기에 대하여 예를 들어야 할 것 같다 물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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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형된 도자기는 그 모양이 매끄럽고 좌우 대칭이 분명하여 형태의 맛이

물레의 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인위성의 감각 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모양[ ]

이다 이를 초벌구이 하여 유약을 입힌 후 가마에 넣어 고열의 불에서 부드럽.

고 대칭이 사라진 자연스런 모양으로 만들어 인위적 형태를 자연의 형태로 돌

려보내는 것이며 흙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인간에 의해 다듬어진 자개의, ,

형태를 붙이는 과정에서 두드려 부서진 균열로 인위적 형태가 자연스런 모양,

으로 변용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형질 감으로 만들어내 인위성을 제거하는,

미의식이 우리의 미적 성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연스러움 스스로 그러한. [ ]

모양으로 인위성을 배제한 타찰 기법이야 말로 우리나라 미학적 기질과 성향

이 나전칠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전칠기의 공예가나 한옥의 건축공예가나, ,

목 가구 공예가나 도예가나 모두 하나같이 인위성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자연중심주의 미학[ ]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타찰 기법 은 단순히 두드리는 기법이 아니라 인위성을 부.‘ ’

셔버리고 자연스러운 형질로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타찰기법 을 탄( )打擦技法

생시켰다고 생각한다 요즈음에도 여자들이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나오면 부.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머리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손으로 흐트러트리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자개를 오려서 형태로 만든 다음?

그 형태의 부자유스러움[ ]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용시키기 위해 뜻하지 않[ ]

게 그렇게 되어버린 효과 즉 우연 감 이다 그런데 우연 은[ ( ) ( )] . [ ( )]偶然 感 偶然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도에 의해 반드시 자연스러운 형질로 나타날

것이란 의도가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필연 이 내포되어 있어서 단순한[ ( )]必然

우연 감 이 아니라[ ( ) ( )]偶然 感 우연 의 필연 감[ ( ) ( ) ( )]偶然 必然 感 이 타찰 기법이

지닌 미적 의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형태로 섬세하게 오려낸 형태를 타찰 하.

였을 때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예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의식의.

의도 하에서 고려시대의 섬세한 표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다. 심상 의 리얼리티[ ( ) ]心象 는 바로 심상 의 리얼한 표현을 타찰 하( ) ( )心象 打擦

여 형태의 심상을 표현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형태를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심미적 형질로 변화시키는 타찰기법 이( )打擦技法

야말로 한국인의 미의식을 표현하는 독특한 기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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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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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의 가치 속에 우리의 디자인가치가 있고 우리의 디자인가치 속에“ ,

한국공예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이 한국.”

디자인 발굴연구를 계기로 중요하게 인식되기 바란다 디자인 분야가 진DNA .

정으로 한국디자인의 길을 전통에서 찾으려 한다면 한국인의 미의식과 그 기,

질과 미적가치의 성향을 증거로 하는 앞으로의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다 그리고 디자이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통공예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소.

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공예에는 나의 인간 향기가 있고 한. “ ,

국디자인의 향기가 있다 는 인식을 하여야 할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

세계 속에 한국디자인 한국디자인 속에 세계 를 실천하는 디자이너의 길“ , ”

을 열어가고 열어갈 디자인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인간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전통공예의 향기를 맡을 후각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시대 서양디자인과 미술의 향기에 취하여 우리 디자인과 미술

의 향기가 무엇인지 무디어진 후각을 전통의 향기를 통해 회복하여한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미술에서 나전칠기 공예에서 발굴되는.

는 앞에 기술한 내용에서 각자가 생각하여야 할 것들이다 이제 지난 세DNA .

기 잊혀 진 나전칠기와 디자인과의 만남에서 전통의 새로운 향기가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향기로 거듭나 한국미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세계화될 수 있고,

한국인의 인간가치와 미적가치가 현대공예를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되

고 동시대의 디자인과의 묘합 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 ( ) .妙合

고 보이지 않지만 예술가들의 표현을 통해 높은 미적가치로 보여 질 수 있으,

려면 이번 발굴연구는 자기 반성 의 계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 - ’

다 왜냐하면 이 발굴 연구의 결과가 진통제나 치료약이 아니라 자기. DNA , ‘

변혁 을 위한 철저한 자기 반성 의 계기를 디자인 분야에 주문하는 것- ‘ ’ - ‘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변혁 은 자기 강화 를 성취해 가며. ’ - ‘ ’ - ‘ ,

지속시켜가기 위한 디자이너의 사명이며 기본 정신이 되어야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날 전통의 맛과 향기가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 안에서나 밖에서 높이

요구되고 있다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에서 반성해 볼 때 서양. ,

의 디자인교육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디자인교육은 이제라도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실천내용이 교육 전반에 걸쳐 전통을 배우고 익히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서양의 철학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정치 사회. , , , ,

문화 전반에 걸쳐 서양의 향기는 우익 이 되었고 따라서 전통의 향기는( ) ,右翼

좌익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는 예술가에게 있어서도( ) .左翼視

예외일 수 없다 많은 예술가들 중에는 우리가 우익의 향기를 품은 미술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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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향기가 짙은 미술이라고 말하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양,

을 갑 으로 우리를 을 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논‘ ’ ‘ ‘ . ‘

리 가 갑 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을 이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디’ ‘ ’ , ‘ ’

자이너나 교육자들이 많다는 것을 한국디자인 발굴 후 어떻게 해결할 것DNA

인가?

세기의 벽두에서 디자인의 정체성을 전통의 향기를 내 품는 현대 한국디21 " ' '

자인 향기로 모더니티의 정신으로 새롭게 해석된 전통의 향기로 디자인된" , , ,

한국의 현대디자인으로 세계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 ' ,

여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기초 위에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 .

에게 서양디자인도 없고 과거의 전통공예도 오늘의 현대도 추종하지 않는, , "

이것이 한국의 현대디자인이며 현대공예이다로 말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 "

기 위해 디자이너들과 공예가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세계 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게 되었‘ ’

다 세계는 모든 경우에 있어 전부다 라는 명제와 같이 디자인과 공예의. “ ” ‘

세계 라고 말하든 세계의 공예와 디자인 이라고 말하든 세계 내에‘ ’ ‘ ’ ‘ ’

존재하려면 한국디자인과 공예의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의 디자인과 공‘ ’ ‘

예의 경우 가 없이는 세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이번 연’

구의 명제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세계란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

경우 들의 총체이므로 우리의 경우 의 존재에 힘써야 한다 이번 연구뿐‘ ‘ ’ .

만 아니라 앞으로 기울리는 모든 노력들은 한국디자인과 공예의 경우 를‘ ’

세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집중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예의 자산 가치를.

세계의 공예시장에서 제값으로 인정받는 경우 가 될 것이다 디자이너나 공‘ ’ .

예가에게는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스스로에게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집중할 주체를 부,

여 받은 특권이 있다 다양성은 사회가 더욱 열려갈수록 무한의 세계로 확장.

되어간다 세계의 울타리가 풀려가는 현상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없어지는 다.

원화 현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경향에서는 스스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디자인과 공예는 어떠한 것도 그것은 역사적인 것이며 역사,

적인 것으로 귀속된다 디자이너나 공예가의 손을 떠난 그의 작업들은 이미.

그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역사의 것으로 역사 속에서 기억된다 이 연.

구가 어떠한 이해의 대상이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다만 국수적 입장 에‘ ’

서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각을 지배하고 있는 국외자 의 입장에서 말하, ‘ ’

고 있는지를 먼저 신중히 반성하며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나전칠기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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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본인의 연구가 모든 것을 안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긍정과 부정 의 문제와 이해할 수 있는 경우와 이해할. ‘ ’ ,

수 없는 경우 모두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위험한 결론 을 가지‘ ‘

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고 무엇인가 새.

롭게 시작하여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통의 향기 를 찾아보려는 실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탐색의 길을 나서‘ ’ ,

는 첫 걸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엄마 찾아 만 리라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 " 3 "

책의 줄거리 같이 엄마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 '

통의 향기를 찾았다 싶으면 떠나버리고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가면 떠' ,

나버린 엄마 같이 전통의 향기는 디자이너나 공예가들에게는 엄마의 향기‘ ’

와 같은 것임을 알고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찾아나,

서야 하는 디자인의 끝없는 탐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디자인 발굴을 위한 나전칠기 연구를 마치고 본 연구DNA ( )螺鈿漆器

내용 중 에서 다음과 같이 발췌 내용을 정리하였다DNA

관조의 너그러움이다[ ] .

솜씨의 정교함은 인간의 능력을 감탄할 만큼 놀라운 기술의 섬세함이 신( )神

의 경지에까지 이른 듯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 의 세계를 어리석고( ) ,技

은유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보았다 인간의 솜씨를 완성해 가는 길은 섬세한.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조의 너그러움[ ]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

점을 가지고 나전칠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의 빛깔이다[ ] .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천민 은 이 땅에서 삶을 가로 막고 있는 인( )天民

생의 희노애락 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김하여 자기순수를 갈망하( ) ,喜怒哀樂

며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빛깔의 결[ ]이 진주조개의 빛깔의 결[ ]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당에 자리 잡고 있는 나전칠기의 빛깔은 안주인. 어머[

니의 빛깔]이다 흰빛은 정신적 삶의 절정 에 이른 형이상학적 빛깔이며. ( ) ,絶頂

깔이 없는 무념 의 빛이다( ) .無念

이 무위극치의 흰빛이 어머니의 빛깔[ ]이며, 한결같은 빛[ ]이며 이 빛깔을 좋,

아하고 무위 의 빛깔을 아름다운 빛깔의 미적가치를 표현해온 무위, ( ) (無爲 無

사상으로 살아온)爲 사람의 아름다운 빛깔의 결[ ]이 나전칠기의 빛깔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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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문명의 빛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전칠기[ ] .

에서 한국 디자인 의 빛깔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DNA .

규칙에 준하나 규칙에 매어있지 않은 맛[ ]

우리 공예의 특징은 규칙에 준하나 규칙에 매어있지 않은[ ] 성향이 특징이며,

감상자와 대상과의 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섬세하면 할수록 감상자를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여 미적거리 가 매우 가깝다 그(aesthetic distance) .

래서 감상자를 더욱 사로잡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규칙에 준하나 규칙[

에 매어있지 않은] 문양의 처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그 문양의 섬세

함이 아니라 문양의 맛[ ], 규칙 속에 자유함의 마음[ ]을 볼 수 있어 섬세한 손

감각을 멀리하게 된다 그 결과로 공예가의 인간성이 정감 으로 보는 사. ( )情感

람의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므로 솜씨의 섬세함이 섬세함에 대한 기교의 감.

탄이라면 표현하는 공예가의 마음의 섬세함은 오히려 손의 기교를 뒤로하고, ,

대범하고 너그러운 기[ ( )]技 로 처리하여 정 을 느끼게 하여준다[ ( )] .情

자연스러운 맛[ ]의 미적효과를 추구하는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부자연스런[

맛]의 미의식을 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에는 자연스러움을. [ ]

이루어 내는 맛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 .

무수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 의 발견[ ( ) ]線

현대의 조형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한 듯이 처리한 미의식은 가히 놀라울 만 한

것이라 하겠다 훈민정음에서 한글의 창제가 매우 기하학적이라는 연구. DNA

에서 밝혀졌듯이 선묘법의 나전칠기야 말로 우리의 미의식 에는 추상DNA [ (抽

된 기하학 원리가 공통적으로 숨겨진 질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象

다.

원래 현대 조형미술의 원리의 요소에서 점 선 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 [ , , ]

중의 요소이다 점 으로 시작하여 그 궤적으로 선 이 되고 선. ( ) , ( :line) , ( )點 線 線

의 궤적으로 면이 된다 이 조형요소들은 평면상에 표현하는 모든 입체적 사.

물들 을 평면적 형태로 그려내는 요소와 원리로 가장 기본이 되는( :things)物

원리와 요소이다 그런데 이 삼 요소 중에서 선 은 모든 사물들을 표현할. ( )線

수 있는 요소이다 수직 수평 대각선 곡선 등 모든 형태들은 직선 으. , , , ( )直線

로 표현이 가능하다 원은 무수한 다각형으로 많은 직선들이 원을 만들게 되.

어 직선은 모든 형태와 배경 모두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하학적 개념.

에 바탕을 둔 그래픽 표현이다 그러므로 끊음질 기법에서 직선을 짧게 끊으.

면 점 이 되고 원을 만들 수도 있고( ) , ,點 무수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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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의 발견( ) ]線 이것이 기법으로서의 끊음질의 가치가 아니라 끊음질을 창안,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내용표현의 원리를 발견한데 있는 것이다 끊음질의 가.

치는 사실성에 묶이지 않으려는 것에 있다”

우연 의 필연 감 이다[ ( ) ( ) ( )] .偶然 必然 感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용시키기 위해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린 효과 즉[ ]

우연 감 이다 그런데 우연 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 ) ( )] . [ ( )]偶然 感 偶然

의도에 의해 반드시 자연스러운 형질로 나타날 것이란 의도가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필연 이 내포되어 있어서 단순한 우연 감 이 아니라[ ( )] [ ( ) ( )]必然 偶然 感

우연 의 필연 감[ ( ) ( ) ( )]偶然 必然 感 이 타찰 기법이 지닌 미적 의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형태로 섬세하게 오려낸 형태를 타찰 하였을 때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의 공예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의식의 의도 하에서 고려시대의 섬세한.

표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심상 의 리얼리티[ ( ) ]心象 는

바로 심상 의 리얼한 표현이 타찰 하여 형태의 심상을 표현하려는( ) ( )心象 打擦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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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5

대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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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나전칠기 빗접1_

규격 조선말: 29.5 X 29.5 X 30.5 /

끊음질 기법의 나전칠기로 현대 조형원리에서 점 선 면의 원리로 처리된 기, ,

법은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구성의 원리로 보아도 매우 그 디자인 수준이 높

은 경이로운 기법이다 디자인 발굴에서 직선을 끊음질의 기법으로 디. DNA

자인하여 사물과 풍경 그리고 그 문양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현대성의 정신으,

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표현한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대표디자인 선정 배경

한국디자인 발굴 연구에 대표디자인으로 추천한 배경은 조선말에서 세DNA 20

기로 넘어오는 혼란의 과정에서 한국여인들의 미적 센스는 보자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빗 접에서 보이는 그래픽 구성효과의 미감은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미감의 기질과 성향의 가 그 능력을 보여준 현상이DNA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의 천재성을 잘 나타내주는 현대조형예술과 통하.

는 감각을 나전 칠기십장생무늬 빗접 역시 잘 나타내(( )螺鈿 漆十長生文 函裗

주고 있는 대표작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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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포도동자무늬옷상자2_ . ( ).螺鈿葡萄童子文衣箱子

타찰기법으로 처리한 대표적인 나전칠기이다 이 함 에 나타난 문양과 그. ( )函

기법을 보면 한국인의 기질과 성향을 잘 나타나고 있다 포도문의 배치와 패.

턴이 규칙적인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밀도가 조절된 자연스러움이 놀랄 만하

다 규칙적 패턴으로 만들어 지는 원칙에 붙잡히지 않은 패턴이다 격식이 없. .

는 격식 의 문양처리가 매우 높은 예술성을 나타나내고(formal in informal)

있다 규칙적 패턴의 문양은 사실성의 이미지가 기하학적 이미지로 사실성과.

는 거리가 멀지만 여기 표현된 포도문양은 패턴이 있으면서도 패턴으로 지각,

되지 않고 포도넝쿨이 엉켜 있는 포도밭의 이미지가 매우 예술적으로 지각케

한다.

대표디자인 선정 배경

다음은 표현의 기법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형태를

오려서 붙이는 기법으로 조금만 금이 가도 결함으로 생각하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나전칠기에서는 넓은 면적의 형질감을 얻기 위해 사실성에 대한 형태

를 회화적이며 자연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자개를 깨트려서 균열 을 만, ( )龜裂

들어 질감을 만드는 기법을 창안하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의 패턴이 아니.

라 패턴 속에 균열에 의한 불규칙 선들이 오래된 도자기의 표면에 나타나는,

균열과 같이 자연스런 세월의 맛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현대 속에.

전통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지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사실 지금 보면.

평범한 것 같으나 그 당시로서는 자개를 깨트려 형태를 회화적 형태로 파열기

법은 형식과 틀 딱딱한 틀에 박힌 패턴을 깨트리고 벗어나는 성향 우리, , ‘ ‘

의 기질과 성향의 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D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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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칠 나전 삼층장3_ ( )朱漆三層欌

규격 조선말기 소장 이화여자대학 발물관 소장: 91.8 X 46.2 X 151.6. . : .

주칠나전은 내당에서 사용하는 가구로 가장 한국적인 나전칠기이다 주칠 삼.

층장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없는 십장생도로 민화적 요소들을 표현한 것은

삶의 이야기들이 해학적 상징으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반복되.

는 것도 없고 시인의 정서감각이 느껴지는 시감 의 시각적 표현은 만은( )詩感

이야기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 소에 빠져들게 한다 현대 디자인에.

서의 문학적 스토리의 빈약을 벗어 날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되어 선정했다.

대표디자인 선정 배경

자연친화적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지를 십장생도는 잘 말하고 있다 나전칠기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마끼.

에 조칠 칠금 등 다양한 기법을 같이 했으나 우리는 자개만을 고집한 것을, ,

보면 자연에 거리감을 주는 기법이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사덕 인 인의예지 즉 너그러움을 나전칠( ) ( ),四德 仁義禮智

기에서 표현한 것으로 그 기법의 너그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인 은 모. ( )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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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건축 미술과 공예 전반에 걸쳐 기 솜씨의 대도 로 나타나고 있, ( : ) ( )技 大道

다 섬세한 듯 보이나 너그럽고 얕은 것 같으나 이야기가 깊은 주칠나전삼층. ,

장 이야 말로칠기문화의 예술성 넘치는 조선미학의 미적가치를 잘( )朱漆三層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순리를 따르는 디자인정신의 를 찾아 볼. DNA

수 있다 한국디자인 발굴 연구에 대표디자인으로 이야기가 없는 디자인. DNA

에서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나아가여 할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콘

텐츠를 찾을 수 있는 가구이다.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