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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Lee,  Yeon Jae   

나전( )은 조개껍질을 가공하여 자개를 만들

고, 이 자개로 문양을 만들어 붙이는 공예의 한 분야

이다. 나전의 나( )는 나선형의 껍질을 지닌 조개류

를 총칭하는 말이며, 전( )은 금속판을 새겨 넣는 

꾸밈을 의미하여 감장( )한다는 말이므로, 나전

( )이라는 것은 조개껍질을 박아 장식한다는 뜻

이다.01 일반적으로 나전을 기물의 표면에 붙여 고정

시키고 실용성을 더하기 위해 칠을 바르기 때문에 나

전공예는 칠공예의 일부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

나 나전은 칠 기술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공예 기법이

다. 고려시대에 송나라 휘종( ) 황제가 파견한 사

절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하였던 서긍( )의 『선

화봉사고려도경( )』에 보이는 나전

에 대한 기록에서는 칠과 나전 기술을 분명하게 구분하

고 있으며, 칠보다는 나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02

칠을 제외한 나전작업의 공정은 조개껍데기를 가

공하는 작업과 이를 기물의 표면에 붙이는 과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후자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므

로 공정의 비중으로 보면 나전은 문양을 시문하는 기

법이라 할 수 있다. 문양을 시문하는 작업을 위해서

는 정교한 구상과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작

업이 바로 도안을 그리는 일이다. 따라서 도안은 작

품을 제작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자 

일종의 도구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도안은 매우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도안은 도제식 기술 전승방법

을 따르는03 나전 장인들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으며, 다른 계보의 장인 및 외부에 공개하거

나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전해진 도안은 시대 변화와 수요자의 요

구에 의해 수정, 보완되기도 하였으나 원 도안은 소

중하게 보관되어 전해진다.

이 논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1,700여 점의 도

안은 현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송방웅04 이 

소장한 것들로, 모두 위와 같은 도제식 전승 방식을 

통해 보관되어 온 것들이다. 이 도안은 송방웅과 그의 

스승이었던 송주안의05 작품이 대부분이며, 송주안의 

스승이었던 전성규의06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07

송방웅 소장의 도안에는 문양, 기물의 종류, 특징

과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록 몇

몇 장인에 국한되는 작품이기는 하나 자료가 제한적

인 근·현대 나전공예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를 통해서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 나전도안의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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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징, 제작 경향을 알아보고, 송방웅 소장 도안

의 시작점과 관련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존 

도안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안에 남아있는 메모를 통해서 나전공예품의 수요 및 

공급의 형태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송방웅 소장 도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가 백골 제작을 위해 기물의 형태와 치수

를 함께 표시한 도안이고, 둘째는 문양과 기물의 일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문양만을 그

린 도안이다.

도안은 정확한 구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나전공예품에는 소목장이 만든 백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나전을 붙이고 칠을 한 후에는 기

벽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인은 나전을 붙이는 

작업 이전에 기물의 정확한 형태와 치수를 계산하여 

제작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전장은 

원하는 작품의 크기와 형태를 구상하여 백골을 그린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도안이다. <그림 1>이 그에 해당하는데 전체 기물의 

형태와 치수뿐 아니라 목재를 재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도안은 문양과 함께 기물의 일부 

형태를 그린 것이다. 장인은 문양을 구상할 때 기물

의 종류에 따라서 장석 및 경첩의 위치, 형태, 크기

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양과 기물이 

맞지 않아 작품 제작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

다. 그 예로 문양과 부속물을 표시한 <그림 2>의 도

안을 들 수 있다. 자물쇠바탕, 경첩, 거멀잡이 등 장

석의 형태와 크기를 미리 구상하여 자리를 잡은 후

에 문양을 그려 넣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

안을 사용함으로서 자개의 낭비를 막고 정확한 위치

에 문양을 넣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도안의 세 번째 유형은 나전을 붙이기 위한 문양

만을 그린 것이다. 이 도안은 현재 남아 있는 도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같은 도안을 다양한 

기형에 반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양도안은 

다시 붓 또는 펜으로 그린 초안과 작품에 직접 먹지

를 대고 베껴낸 것으로 분류된다. 먹지로 베껴낸 것

은 초안에 근거하여 나전을 붙인 후, 칠을 하기 전 

단계의 작품 위에 직접 종이와 먹지를 대고 긁어서 

문양을 남긴 것이다.08 두 가지 종류가 모두 남아 있

는 문양도안은 그리 많지 않으나 장인이 초안에 근【 그림 1 】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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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

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예인 <그림 3>의 난초

문은 초안과 나전을 붙인 후의 도안이 모두 남아 있

는 것으로, 작업 과정 중에 바위와 난초의 표현을 수

정하고 나비를 추가하는 등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도안에 쓰인 문양의 소재별 종류로는 크게 식

물·동물·문자·기하·기물·자연산수·인물이 있

으며, 이들 문양은 여러 가지가 적당히 조합되어 한 폭

의 그림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는 형식이 대부분이

며, 일부 당초문·화문·인물문 등은 같은 종류의 

문양을 모아 그려둔 후 활용하기도 하였다<그림 4>. 

대표적인 문양은 화조( ), 사군자( ), 

문화재( ), 풍속인물( ), 수복자(

), 산수( ) 등이며,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화조문의 경우, 일제강점기에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수요를 의식한 일본풍의 문양이 많고, 1960년

대 이후에는 외국산 자개를 사용하면서 도안의 크기

가 커지다가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는 1980년대에는 

180cm 내외의 대형 가구를 장식하였다. 크기가 확대

된 화조문 도안에는 주로 공작, 봉황과 모란이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사군자문은 매, 난, 국, 죽이 세트로 구성되어 기

물의 각 면을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새나 곤충 

등 다른 소재들과 짝을 이루기도 한다. 

문화재문은09 기와, 불상, 동종, 탑, 건축물 등의 

문화재를 문양으로 응용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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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도안이 가장 많으며 경희루, 다보탑 등의 건축과 

인물을 함께 배치하거나 주변 풍경을 함께 묘사하기

도 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재문이 단독으

로 표현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해지며, 여러 가지 수

입 자개가 이용됨에 따라 조각법이나 부식법 등 새로

운 기법으로도 표현되었다.

문자문은 수복( )자가 가장 대표적이다. 수복

자는 ‘긴 수명과 온갖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양으

로 많이 쓰였는데, 이외에도 100가지의 모양을 가진

다해서 ‘백수백복( )’이라 일컬으며 <그림 5>

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도안되었다. 기본적으로 형태

가 정해져 있는 문자를 모티브로 문양을 만들기 때문

에 장인의 창의성이 수복자문의 다양성을 좌우하였다.

대부분의 문자문은 장인이 직접 도안하지만, 때로

는 서예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송주안은 주로 태

평동 김찬균의 글씨를 이용하였고10 송방웅은 여러 서

예가의 글씨를 받아 작업하였는데, 부산의 오재봉이

라고 하는 서예가의 글씨로 만든 도안이 원본과 함께 

남아있다. 오재봉의 글씨는 송방웅이 1985년 제10회 

전승공예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문갑의 윗면에 장

식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글씨를 이용하여 도안을 

그릴 때에는 <표 1>과 같이 글씨 원본에 종이를 대고 

펜 또는 붓으로 본을 뜬 후에 그 문양대로 자개를 오

려 붙이는 과정을 거쳐 시문하였다. 

【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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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문은 산과 강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주제로 

한 문양으로, 집이나 인물을 추가하여 누각산수문, 

인물산수문 등으로 응용하였다. 송주안은 끝이 뾰족

한 송곳상사를 이용한 끊음질 산수가 특기였는데, 나

무와 인물 등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이에 비

해 송방웅은 좀 더 대담한 표현을 즐겼는데, 송주안

보다 조금 굵은 상사를 이용하여 회화처럼 긴 폭을 이

루는 산수문을 주로 시문하였다. 

이외에 기하문으로는 해포문( ), 만자문(

), 귀갑문( ) 등이 있는데, 점, 선으로 구성

되는 기하문이 도안으로 그려진 경우는 드물다. 이는 

기하문이 끊음질로 표현되기 때문인데, 끊음질은 일

단 공간의 크기를 가늠하여 문양의 단위를 설정하고 

이 안에 반복적으로 상사를 끊어 붙이는 방법이므로 

<그림 6>과 같이 간단하게 위치와 종류만을 표시하고 

정확한 도안은 생략한다. 

【 표 1 】

【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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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방웅 소장의 나전도안 중 근대에 해당하는 도안

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으로 주로 송주안의 작품

이 대다수를 이룬다. 근대의 도안은 시대상을 반영하

여 일본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상대적으로 전

통적인 소재를 선호했던 송주안의 개인적인 작품 취

향이 부각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공예작품 제작의 전반적인 경향은 선

전( )의 출품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중에서

도 나전칠기 작품들의 성격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의 제작 경향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형식으로 소반, 함( ), 경상( ) 등의 기형이 

유지되며, 문양으로는 바로 전 시기인 조선후기에 유

행했던 십장생, 화조문 등이 사용된다.

둘째는 서양문물의 수입을 배경으로 한 과도기적 

절충 형식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구의 형태를 기본으

로 하면서 서양의 이국적인 요소를 일본을 통하여 부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으며, 문양에서는 일본의 것

을 취하고 있다.

셋째는 복고적( ) 경향으로, 고구려 고분 벽

화의 인물이나 낙랑칠기의 문양을 차용하고 있다. 이

러한 복고적 경향은 민족주의 사관의 대두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당시의 식민지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

여 일본적 취향을 따른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일본화 

경향은 선전 공예부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반적인 흐름이다.11 

당시 선전의 경향을 송방웅 소장 도안의 내용에서 

찾아보면 세 번째 복고적 경향과 네 번째 일본적 취

향을 반영한 것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복고적 취

향을 반영한 문양은 주로 기와로 표현되었으며, 낙랑

칠기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양을 소재로 한 도안도 

있다<그림 7>. 

일본적 취향을 따른 것들은 송주안의 이력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주안은 1921년 통영공업

전습소 졸업 이후 전성규를 따라 일본의 도야마현(

) 다카오카시( )로 건너가 조선나전사(

)에서 8년간 기술을 연구하였다. 이 시기 자

연스럽게 일본의 문물을 접하였기 때문에 일본 취향

을 따른 도안을 많이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송주안

은 귀국 이후, 통영칠기제작소의 제2공장장으로 초빙

되었는데, 통영칠기제작소는 하시다( )라는 일본

인에 의해서 설립된 곳이다. 하시다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운영

하던 제작소와 통영칠기제작소 사택을 송주안에게 모

두 물려줄 정도로 송주안과의 친분이 깊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송주안의 도안 중에는 일본적 취향이 반

01 

11 「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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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것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예로 <표 2>의 사쿠라( ), 카타와구르마(

),12 하나이카다( ),13 키리( ), 카에데( )14 등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양들은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종류이다. 이 문양들은 일본에서 에도(

)시대부터 꾸준히 사용되었던 것들로 일본의 마키

에( ), 또는 직물의 문양으로 표현되던 것들이다.

문양 자체의 차용 이외의 소재면에서 일본의 취향

【 그림 7 】

【 표 2 】

12
『 · 』

13 “ ” 
· 『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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片輪車�鈿蒔繪手箱, 東京國立博物館

花筏蒔會階段, 高臺寺

紺地桐文金襴裂, 東京國立博物館

楓文繡入摺箔, 林原美術館

【 표 2 】



345 Lee,  Yeon Jae   

을 반영한 것은 <그림 8>의 분재문양 도안을 꼽을 수 

있다. 

이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일제강점기 송주안의 도

안에서 당시 공예계의 경향과 차별화된 것으로는 풍

속화의 소재를 이용한 도안이 있다. 이 도안들은 강

강술래, 빨래터 풍경 등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동과 놀이 장면이 주를 이루는데, 유사

한 주제와 구도의 그림을 조선 말기의 풍속화첩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이를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림 9>의 ‘베짜는 아낙’ 문양은 기산

( ) 김준근( )의 조선화첩에 보이는 ‘직기(

)’와 소재뿐 아니라 베틀의 형태, 주변 기물의 위

치, 아낙의 동작과 표정까지 매우 유사하여 송주안이 

어떤 형태로든 이 화첩을 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에도 불

구하고 송주안 작( ) 도안은 당시 선전의 작품 제작 

경향 중 일부만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송

주안의 근거지가 통영이었던 것을 꼽을 수 있다. 선

전이 개최되었던 서울과 통영은 거리상으로 멀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그 영향을 덜 받았던 것이다. 또 

송주안은 동년배의 나전 장인들과 달리 외부 활동과 

교류가 많지 않았으며, 주로 생업을 위한 작품 제작

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하는 등

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 그림 8 】

【 그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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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근대 나전도안에 대해서는 공예기술 전

수 방법의 폐쇄적인 성격 탓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그 전체적인 윤곽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일

제강점기로 대표되는 근대 시기에 집중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송주안의 도안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

어 근대 나전칠기 제작 경향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송주안 작 도안 중 가장 이른 시기

의 것은 1921년의 것이다. 송주안이 1920년부터 1929

년까지 일본의 도야마현( ) 다카오카시(

)에 거주했음을15 감안하면 도안 제작은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전칠기의 작업 특성상 

도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졌을 것이나, 도안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작품도 없

어 1920년 이전 한국의 나전 공예계에서 도안의 위치

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근

대의 도안이 현재까지 폐기되지 않고 전해지고 있음

을 볼 때, 근대부터는 그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주안의 도안이 제작되기 시작할 당시 한국의 나

전공예는 일본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으며, 도안의 제

작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

서 나전공예 도안의 시작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

안에 대한 일본의 인식, 제작방식과 발전 양상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공예분야에서 도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이왕직미술제작소가 설립된 시

기로 판단된다. 이왕직미술제작소의 한성미술품제작

소 시기(1908~1910)의 조직은 설립 당시부터 도안실

과 제작실, 사무실 등 세 개의 각기 업무가 다른 실을 

두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와 같이 

제작의 기본 계획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도안실을 별

도로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제작실과 같은 비중으로 

설정했던 것은 제작의 전 과정에서 디자인이 차지하

는 비중을 새롭게 인식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16 그

러나 기록과 현존 도안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들

이 거의 없음을 미루어 볼 때 도안의 중요성을 인식

한 결과가 그리 일반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도안의 중요성

에 눈을 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에

도( )시대에는 고소데히이나가타( )라는 

도안집을 간행하였는데, 이는 패션 카탈로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 문양의 유행을 주도하였다.17  

<그림 10>은 에도시대의 우키요에( ) 화가인 니

시카와 스케노부( , 1671~1750)의 디자인 북

이라고 할 수 있는 니시카와히이나가타( )의 

첫 페이지인데 고소데( )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미

술가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여인이 그려진 장면이

다. 이는 에도시대의 문양 제작에 미술가들의 참여가 

【 그림 10 】

15
16 「 」 『 』 

17
『 』



347 Lee,  Yeon Jae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단서이다.18

메이지( )시대에는 아오가이마키에히이나카

다( )라는 상품견본을 제작하였는데,19 

<그림 11> 기물의 형태를 그린 도안으로 빈 공간에 

<그림 12>와 같이 작품 관련 내용을 메모하였다. 

문양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표 3>과 같이 도안

에 근거,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납장에 화조문

이 장식된 것을 보면 일본에서는 기형과 문양 도안을 

따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전칠기의 문양은 현존 작품을 통해 식물

도감에 해당하는 “본초도보( )” 등을 직접 인

용·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20 <표 4>

이외에 일본의 도안에 대한 관심은 연구회를 통해

서도 엿볼 수 있다. 1900년(메이지 33년)에는 시즈오

카( )에서 시즈오카중학교 교사였던 의 

지도 아래 , ,  등 10명

이 모여 시즈오카칠기동업조합( )

을 만들었고, 이후 시즈오카칠기공청년회(

)를 조직하여 회화의 학습과 칠기도안 연구

를 진행하였다. 1907년(메이지 40년)에는 시즈오카도

안회( )로 개명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

여 새로 발족하였으며 같은 해 시즈오카( )현에서 

시즈미사사키도안회( )를 조직하여 공예 

의장 도안을 연구하기도 했다.21

【 그림 11 】 靑貝蒔繪雛形扣淺田記 1面 【 그림 12 】 靑貝蒔繪雛形扣淺田記 2面

18
19 z 「

」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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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貝蒔繪雛形扣浅田記 8面 花鳥 鈿箪笥, 長崎歴史文化博物

【 표 3 】

本草圖報, 東京國立博物館 靑貝細工花鳥圖箪笥, 江戸市博物館

【 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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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안은 현대에도 이 명맥을 이어 제작되어  

소중히 관리되고 있는데, 습작이라 할지라도 <그림 

13>22과 같이 책자의 형태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일본의 도안 발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공예 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

으며 특히 메이지시대에는 나전칠기 도안에 대한 연

구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안에 대한 

일본의 선구적인 연구 및 보급 현황과 시대적 정황으

로 미루어 볼 때, 근대의 도안은 일본의 영향이 컸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하였던 이왕직미술제작소의 설립 초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의 자율성과 제작 경향의 주체성이 보장되었다 할

지라도23 조직에 도안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일

본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 

근대 나전칠기의 도안을 대표하는 송방웅 소장의 

도안 역시, 최초의 도안이 1921년 송주안이 일본에 

주재할 당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일본의 발달된 

도안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던 비교적 자료가 잘 남아

있는 아오가이마키에히나카다( )와 송방

웅 소장의 도안을 비교해보면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오가이마키에히나카다(

)는 19세기 나전칠기 주문을 위해 제작된 책자 형

태이며, 송방웅 소장의 도안은 작품 제작에 직접 사

용했기 때문에 낱장으로 관리되었다. 또 기물의 형태

만을 표현한 아오가이마키에히나카다( )

와 달리, 송방웅 소장의 도안은 문양도안이 주를 이

룬다. 

즉, 송방웅 소장으로 대표되는 한국 근대의 나전

도안의 제작은 비록 일본 도안의 모방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독자적인 작품제작 방법과 수급형태, 용

도 차이로 인해 내용과 그 활용, 관리 방법 등이 매우 

다르다 할 수 있다.

송방웅 소장의 도안 중 해방을 기점으로 하는 현

대의 나전도안이 전대의 것과 가장 다른 점은 제작자

의 변화이다. 근대 도안 제작을 주도하였던 송주안은 

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송방웅에 작품 제작을 일임

하게 되고 도안에도 그 변화가 나타난다. 또 외국과

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도안의 내용뿐 아니라 재료

에도 변화가 생겨 도안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층에 의해 수급이 정해졌던 

근대에 비해, 나전칠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나전칠

기 공예산업이 성행 쇠퇴하면서 수요층에도 변화가 

야기되었고 이에 따라 나전도안에도 변화가 보이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13 】

22 ·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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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초기에는 근대 나전칠기 도안의 전통

을 계승하였으나 차차 외래요소가 유입되면서 나전칠

기의 문양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의 원인

은 수요층의 확대, 외래문물의 영향, 재료의 다양화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로운 수요층의 등장에 따른 도안의 변화로는 전

통문양의 유행을 들 수 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유입된 미군들은 한국적인 특징이 드러

난 나전칠기를 선호하였고, 이로 인해 보다 한국적인 

문양을 시문한 나전공예품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특

히 휴대가 가능한 <그림 14>의 담뱃갑이나 <그림 15>

의 담배함이 다량으로 제작되었다.24

이 시기 유입된 외래문물의 영향으로는 근대화 과

정에서 유입된 서양의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주로 소

재의 차용으로 대표된다. <그림 16>의 도안은 밀레

(Jean Francois Millet)의 ‘만종’을 각색하여 그린 것이

며, <그림 17>의 도안에는 프랑스 시인 장 콕토(Jean 

Cocteau,1889~1963, France)의 시 “내 귀”를 인용하고 

그 내용인 바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소라, 조

개, 산호를 사용하였다.25

【 그림 14 】

【 그림 15 】

【 그림 16 】 ‘ ’

【 그림 17 】 · ·

24
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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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다양화는 동남아, 뉴질랜드, 멕시코 등지

에서 패류가 수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26 이 시기

에 수입되기 시작한 패류 원패의 종류에는 대형소라, 

전복, 진주 등이 있으며 국산보다 두껍고 색깔이 화

려하며 종류가 다양하다.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문

양 도안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문화재

문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선전의 작품에서 보이는 복

고적 경향의 잔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 시기의 복

고적 경향이 낙랑칠기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양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탑, 불상, 도자기, 금속공

예, 건축물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이용되었으며 그 성

격도 달라졌다. 우선 크기가 큰 자개를 이용함에 따

라 문양의 크기도 커졌으며 주로 한 가지 소재로만 

된 단독문양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았으며, <표 5>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 사용하였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사회 도처에서 

산업의 근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는 경제발전과 국민

소득의 증대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나전공예품의 가

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였고, 자개장은 당시 최고의 혼

수품으로 꼽힐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27 이에 따라 나

전칠기의 제작량이 급증하면서 외국산 자개의 수입이 

확대되어 새로운 기법이 출현하고, 급기야는 나전의 문

양만을 그리는 전문 도안사까지 나타나기에 이른다.

외국산 자개는 전대에 비해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활용 사례도 확대되었다. 동남아와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수입된 자개들은 크기가 크고 색깔이 화려하

였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여 갑자기 증가한 나전칠기

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당한 재료였다. 수입자개

는 종류뿐 아니라 이용 부위에 따라 명칭과 쓰임새가 

다양하였는데, 그 종류와 특징은 <표 6>과 같다.28 

【 표 5 】

26
27
2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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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70년대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

작했던 외국산 자개를 보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부식법과 

조각법이다. 조각법은 자개에 칼로 직접 문양을 조각

하는 기법이며, 부식법은 염산을 이용, 자개 표면을 

부식시켜 독특한 질감을 주는 방법이므로 두 기법 모

두 후패( )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각법은 주로 

문화재문, 봉황문, 화조문에 적용되었으며 부식법은 

주로 범종 문양과 같이 울퉁불퉁한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그림 18>의 도안과 같이 염산을 

바를 부분에 점을 찍어 표시를 해 두었다.

외국산 자개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보이는 또 다른 

변화로는 필기구의 교체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국

내산 전복의 자개로 박패를 만들어 작품을 만들 때에

는 도안을 구성하는 선의 굵기 변화 등이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며, 작업을 하면서 도안을 부분적으

로 수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도안을 붓으로 그려도 무

방하였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외국산 자개를 빈번하

게 사용하면서 크기와 두께, 색깔이 다양한 자개를 섞어 

작품을 만들게 되자 문양을 만들어 붙일 때29 틈이 생기

지 않도록 하려면 도안을 그린 선의 굵기까지 계산해

야만 했다. 따라서 일정한 굵기로 그려지는 펜이 붓

을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송주안의 초벌

그림을 송방웅이 펜으로 다시 그린 도안이 많이 나타

·

【 표 6 】

【 그림 18 】

01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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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외에 1970년대의 도안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

는 문양도안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도안사의 활동이 활

발해졌다는 것이다. 문양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도안

사의 출현은 경제의 활성화와 맞물린 나전칠기 수요의 

증가에 따라 나전공방이 대형화되고 작업공정이 분업

화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른 결과이다. 그 예

로 1975년도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정수열 씨는 미술

대학 졸업 후 1977년 무렵 십장생, 매화, 소나무 등을 

위주로 나전칠기의 문양 도안을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30 그러나 이와 같은 도안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안을 직접 그려 작품 제작을 했던 송주안

과 송방웅은 도안사의 도안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 도안사의 도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980년대는 아파트 문화의 정착으로 붙박이장과 

거실장, 주방기구, 소파 등의 새로운 가구 패턴이 요

구되어 자개장을 비롯한 나전공예품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시기였다.31 이 시기 나전공예품의 수요가 축

소된 것은 1970년대 나전공예의 대량생산에 따른 부

작용으로 모조품이 제작되어 나전칠기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례적으로 1980년대 통영에서는 송방웅의 끊음

질 작품이 대한민국전승공예전에서 장관상, 국무총

리상에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나전칠기 제작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통영에서는 그의 

끊음질 기법을 모방한 작품들이 다수 제작되기도 하

였으나32 일시적인 성행에 그쳤다.  

이 시기 입식 생활문화에 나전공예를 접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서양식 장에 나전을 장식하기도 하

였는데 이에 따라 대형 도안이 많이 그려졌다. 대개

는 180cm 내외이며 간혹 2m를 넘는 초대형도 있다. 

송방웅 소장의 도안에는 대형 장롱에 장식하기 위한 

끊음질 산수문이 많으며, 간혹 주름질로 표현하는 봉

황문, 공작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나전공예는 1980

년대 말부터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송방웅 소장

의 도안 역시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수량이 급격히 줄

어드는데, 이는 다양한 도안이 필요하지 않은 끊음질

을 특기로 하는 송방웅의 성향 탓이기도 하지만, 전 시

기에 비해 수요가 크게 감소된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통영이 나전칠기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400

년 전 통제영 시절부터이다. 임진왜란 이후 이곳저곳

을 전전하던 삼도수군통제영이 1604년 통영(당시 두

룡포)에 정착한 이후 300년간 통제사의 처소가 된다. 

통제영이 통영으로 옮겨오게 되자, 군수물자를 조달

하기 위한 12공방을 두고 공예를 장려하였는데,33 이 

12공방에 속해 있던 패부장( )을 통영 나전칠

기의 시원으로 볼 수 있다. 고종 32년(1895년) 통제영 

폐영 이후 12공방 소속 장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나 

통영은 여전히 나전칠기로 대표되는 도시였다. 이는 

『임원경제지( )』, 『오주연문장전산고(

)』, 『규합총서( )』 등 19세기 초

30
31
32 “ ”

33



354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3

엽의 기록들에서 통영과 전주를 나전칠기의 명산지로 

꼽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34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는 상공업이 크게 발달

하여 나전공예품 제작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서민층

까지 그 수요가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나전공예

의 수요층은 양분화 경향을 보이는데, 기존의 수요층

이었던 상류층의 취향을 반영한 것과 새롭게 출현한 

수요층인 서민계층의 민수품( )이 그것이다.35

기존의 수요층에 공급된 나전공예품은 서울의 경

공장에 의해 제작된 관영 수공업 제품으로 기종은 특

수한 목적이나 제한적 기능을 지니는 것에 한정되며, 

짜임이 견고하였다. 경공장은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중기의 특징이 일

부 지속되었다. 반면 민수품은 기물의 종류가 일상용

기까지 확대되어 연상, 각종 함, 자, 실패, 반짇고리, 

베갯모 등에도 나전기법이 적용되었으며, 거멀이나 

귀·모싸개 장식 및 자물쇠 바탕 등의 사용이 많다. 

문양으로는 화보풍의 새와 꽃무늬 등 사실적인 무늬

가 출현했으며, 기복적 성격을 띤 길상무늬가 많이 

사용되었다. 통영은 경공장과 대비를 이루며 주로 민

수품의 수급을 담당했던 도시로, 당시 나전공예의 흐

름을 주도했다.36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나전칠기의 수급이 

모두 일본에 의해 통제되어 장인은 제작만을 담당하

는 체제가 된다. 특히 근대 통영에서 생산된 나전공

예품 수요의 상당 부분은 일본인이 차지하였는데, 이

는 1915년 통영에 “통영나전칠기기술원전수소(통영

공업전수소)”가 설치되어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면

서 우수한 제품들이 일본으로 보내졌으며,37 1920년

대에는 도미타 기사쿠( )라는 일본인이 서울

에 부전( )상회를 설립한 후 통영 등지에 공장을 

설치해 각종 공예품을 일본 등에 반출했던 사실을38 통

해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에 의해 공예품 제작과 수

급이 통제되던 상황과 더불어 수요자로서의 일본인

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근대 통영에서 생산된 다수의 

나전공예품은 일본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정황의 흔적은 송방웅 

소장의 도안들에도 잘 나타나 있다. <표 7>의 ‘검수

인 1’은 통영칠기 제작소의 소장인 하시다( )의 검

수 증표로 대정 18년(1929) 9월 2일에 날인된 것이다. 

‘검수인 2’의 도장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도안의 제작일과 호수, 명칭, 용도를 적도록 되어

있다. 도안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검수인 2는 일본인들이 한국 나전공예품을 반출

하기 위해 그 제작과정까지도 철저히 관리했음을 보

여주는 증거이다. 

해방 이후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전쟁의 영

향으로 나전공예품의 수요층이 변화하게 된다. 이 시

기 나전공예품은 판검사와 같은 고관이나, 권력층의 

뇌물, 국빈 증답용, 해외 수출용으로 쓰였으며 부유

층이나 첩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현지처들에 선호되었다.39 이 시기에는 송주

34 『 』 『 』 『 』

「 」

35
36
37 「 」 『 』 

38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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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통영칠기주식회사에 취임하여 작품 활동을 담당

했으므로 도안에는 주문과 납품에 관련된 내용이 남

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송방웅의 증언을 

통해 미군들에게 납품하기 위한 담뱃갑 등 소품을 많

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40 

 송주안이 직접 주문과 제작, 납품을 담당하기 시

작한 시기는 1958년 태평동 본가에 태평공예사라는 

공방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이 시

기 이후의 도안에는 기형과 제작연도, 수요자의 정보

가 기록되어 있어 공급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제작 및 공급은 기본적으로 주문에 의거하

였다. 주문의 방법에는 방문, 전화가 있었고 먼저 수

【 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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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가 기물의 형태를 지정하면 장인은 구체적인 크

기와 내용, 문양의 견본을 도안으로 그려 수요자에 

보여준다. 그리고 견본 도안을 본 수요자가 확정하면 

작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객 검토를 

위해 그린 도안이 <그림 19>인데, 도안의 좌측상단에 

“견본”이라 쓰여 있다. 

70년대 이후 나전공예의 수요자는 크게 단체와 개

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수요가 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다. 단체의 이름으로 공예품 제작을 의뢰했던 곳

으로는 충무경찰서, 부산일보, 태평해운사(

), 진해교회와 일본 천리교( )의41 기미대교

회( )가 있고 이외에 ‘한산대첩기념제전’과 

‘궁도( )대회’ 상품으로 쓰기 위해 충무시(현재 통

영)로부터 주문받은 작품의 도안도 보인다. 충무경찰

서와 부산일보는 일회성 주문이었으나 충무시와 천리

교 기미대교회에서는 꾸준하게 작품 의뢰가 있었다. 

기물의 종류는 대개 감사패 또는 기념패의 형식을 띠

는 평면작품이었으며 시문할 내용도 행사 또는 단체

의 성격에 맞는 구문을 삽입하므로 문양보다는 글자

가 많다<표 8>.

개인수요자는 성격에 따라 작품을 납품받아 다시 

판매하는 가구 중개상인과 개인으로 분류되는데, 개

인은 다시 계의 형식으로 주문을 하는 계주와 개인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구중개상을 통한 작품의 제작 납품은 주로 ‘점

촌의 김씨’와 ‘부산의 좌천동’이 주도하였다. 점촌은 

문경의 탄광촌으로 당시 경제성장에 따른 채광업으로 

큰 번영을 누렸던 도시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던 ‘김

씨’는 탄광의 광부들을 상대하던 접대부들이 필요로 

하는 나전공예품의 종류를 조사하고 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 거래 품목은 궤짝이었으며 삼층장 

등의 큰 기물은 수요가 매우 적었는데, 이는 수요자

의 직업 특성상 운반이 편리한 가구를 선호하였기 때

문이다. 이 시기에는 송주안이 주문을 받고 송방웅이 

작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며 대금지급 및 작품 의

뢰를 위해 제 3지역인 대구에서 접선하였다고 한다.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였던 점촌은 

1990년대 말 이후 폐광되고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나

전공예품의 수요도 사라졌다.42

문경의 점촌과 함께 ‘부산 좌천동’은 가구 중개상

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도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명이다. 부산 좌천동은 ‘자개골목’을 이루면서 거대

시장을 형성했으며 나전칠기를 대는 공장과 자개 재

료상만 해도 수백여 개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좌천

동은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경남 일대는 물론 포

【 그림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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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358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3

【 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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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까지 상권으로 포함하고 있어 입지적인 조건이 유

리했다.43 도안에 남아 있는 ‘좌천동’이라는 메모는 부

산의 좌천동에서 나전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했던 상

인들이 통영 송주안의 공방에 작품을 의뢰하였던 근

거로 볼 수 있다. 좌천동에서 주문받은 나전공예품은 

수요자가 전업 가구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형과 문

양이 다양하였다.

개인 수요자 중에 일명 ‘계주’라 할 수 있는 고객은 

송방웅 소장의 도안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진범

모친’이 대표적이다. 나전공예품은 1960년대 후반부

터 1980년대까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로 인해 일

부 지역에서는 나전공예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가 결

성되었다. 나전공예품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구매하기

에는 고가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모여 계를 만들고 돈을 각출하여 차례대로 나전공

예품을 타가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 경우 장인

은 10점을 주문받으면 11점을 제작, 납품하여 계주에

게 1점을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물건 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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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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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및 납품 방식은 70~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44 ‘진

범모친’은 이러한 계모임의 계주로 활동했던 대표적

인 인물로 부산의 대신동에 거주하면서 나전공예품을 

조달하였다. 도안에 남아있는 짧은 기록을 통해 진범

모친에 의해 꽤 많은 양의 나전칠기가 주문, 납품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진범모친을 통해 주문·제작되었

던 나전칠기는 전업주부였던 계원들의 취향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층장, 장롱, 경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지명으로만 관리되었던 개인 고객은 ‘충

무’, ‘서울 서교동’, ‘서울 점방’, ‘부산 동래’, ‘대신동’, 

‘진해’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된 수요자

로는 ‘서울 정희언니’, ‘점촌 장희경씨’, ‘대구 백씨’, 

‘부산 최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명과 이름

을 통해 개인단위로 나전공예품을 찾았던 사람들도 

그 수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9>. 개인수요자

가 선호하였던 품목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약간씩 다

르나 주로 삼층장과, 경대, 장롱, 궤짝, 소반 등이 주

를 이루며, 드물게는 <그림 20>과 같은 선물용 기념

패도 있다.

【 그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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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공예는 나전을 붙여 문양을 시문하는 나전작

업 이외에도 백골제작의 소목공예, 밑바탕 처리를 위

한 칠공예, 실용성을 더하기 위해 장석과 경첩을 붙

이는 두석공예가 포함된다. 따라서 나전 장인은 나전

작업뿐만 아니라 나전공예품 한 점을 완성하는 데 필

요한 모든 공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작품 구상단계에 해당

하는 도안 제작에 위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해서 작성

하여야만 작품을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다. 즉 나전

도안은 제작될 공예품의 형태와 크기, 문양 등을 사

전에 구상하는 작업의 결과물이므로 작품 제작 공정

에서 가장 핵심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실용성을 겸비

한 예술인 나전공예는 시대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나전도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 

근대를 대표하는 일제강점기에는 공예계의 경향

이 선전에 의해 좌우되었고 일본에 의해 공예품의 제

작이 통제되었으므로 일본풍의 도안이 많다. 공예 분

야에서 도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 역시 일본

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송방웅 소장의 도안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송주안이 일본에 거주하며 제작한 

것이므로 일찍이 공예의 도안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일본의 사례를 모방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해방과 6·25 전후( )를 기점으로 하는 현대에

는 미군의 한국 주둔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문양을 사

용한 소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끊음질 산수 도안이 

유행하였다. 60년대 후반에는 동남아, 뉴질랜드, 호

주 등지에서 수입된 외국산 자개가 사용되면서 문양

의 대형화와 함께 부식법, 조각법 등의 새로운 기법

이 출현하였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 국민소득

의 증대로 인해 나전공예가 전성기를 맞았다. 나전공

예품의 대량생산에 따라 전문적으로 문양을 그려주

는 ‘도안사’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도 이 시기이다. 

1980년대는 아파트 문화의 정착으로 나전공예의 입

지가 좁아졌으나 통영에서는 송방웅의 전승공예대전 

장관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해 그의 특기라 할 수 

있는 끊음질 도안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입식 생

활문화에 나전공예를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서양

식 장에 나전을 장식하게 되면서 전대에 비해 도안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나전공예품

에 대한 선호도가 저하됨에 따라 나전공예 산업은 쇠

퇴하였고, 자연스럽게 작품 제작도 감소하였다.

송주안과 송방웅이 나전공예품의 제작과 납품을 

주도하게 된 것은 일본에 의해 모든 작업 공정이 통

제되었던 일제시대와 50년대 초·중반을 제외한 50

년대 말부터이다. 나전공예품 제작은 주로 주문에 근

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수요자는 먼저 기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장인은 그에 맞는 도안을 그려 제시한 후 

수요자가 확정하면 제작에 착수하는 방식이었다. 그

래서 도안에는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는데, 

교회, 경찰서, 회사, 일본 기미대교회 등의 단체와 중

개상인,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개상인의 경

우 점촌의 김씨와 부산의 좌천동이 대표적이며, 개

인고객의 경우 계 형식으로 계주를 통해 작품 주문과 

납품, 대금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고에서 대상으로 한 송방웅 소장 나전도안 

1,700여 점은 통영 지역에 거주하였던 한 장인이 소

장한 자료에 국한되므로, 한국 근·현대 나전공예 전

반의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

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도안의 중요성 때문에 장

인들 사이에서 폐쇄적으로 관리되어오던 도안을 소개

하고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

고자 한다.

도안에 적힌 메모를 통해 편년이 정확한 나전도안

은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현대 나전공예 연

구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나전공

예뿐 아니라 근·현대 공예 전반에 대한 연구로의 확

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른 장인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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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공개되면 보다 정확한 근·현대 나전공예품 제

작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으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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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her-of-Pearl craftwork sketch involves the whole process of making a piece of work. Therefore, it includes 

types, forms, sizes, and patterns of the work.

Some information about when and by whom those works were manufactured and who ordered them are still found 

in some sketches.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popular types and patterns of the works in each period and its demand and the way 

of supply by examining the collection of approximately 1700 Mother-of-Pearl craftwork sketches from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up to the present time, which are owned by Mr. Song Bang-wu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0.

Typical patterns of sketches are the hua-jo(花鳥 : Flowers and Birds), the Sakunja(四君子 : Four Gracious Plants), 

cultural treasures, figures in folk tales, 'Su-bok(壽福)' characters, and landscape.

The pattern sketche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from the 1920s to the 1940s the manufacture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Mother-of-Pearl craftworks 

were contro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s a result, many of the patterns were adjusted to the Japanese taste. Most 

of its customers were also Japanese.

During the 1950s after Independence the American Military Forces appeared as new customers due to the Korean 

War. Thus,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s to decorate accessories adored by American soldiers gained popularity. 

Foreign Mother-of-Perls were imported from the late 1960s to the 1970s. They were bigger and more colorful than 

those of Korean and it enabled the sketches bigger and the patterns more various.

The most popular pattern in this period was the pattern of cultural treasures, such as an image of Buddha, metal-

craft works, porcelains and pagodas. In terms of a technique, new techniques, such as engraving and rusting were in-

troduced.

There was a great demand for Mother-of-Pearl craftworks in the 1970s as people were highly interested in them. 

They were entirely made to order and there was a large demand from diverse organizations, furniture dealers and i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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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uals.

And the Mother-of-Pearl craftwork was in full flourish in the 1970s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rowth of national income. Mass production of the works was possible and the professional designers who 

drew patterns actively worked in this period.

The favor of Mother-of-Pearl craftworks declined in the 1980s since the built-in furniture and the Western style of 

furniture became prevalent due to the change of housing into apartments.

But it seemed that the manufacture of Mother-of-Pearl craftworks revived for once the technique of Kunum-jil(끊

음질 : cutting and attaching) became popular in Tong-young(統營). After the 1990s, however, the making of Mother-

of-Pearl craftworks gradually declined as the need of them decreased. Now it barely maintains its existence by a few 

artisans.

Key Words :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Mother-of-Pearl, Pattern, Sketch, Supply and Dem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