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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the Korean literature, records of systematic gold thread manufacturing such as gold foil(金
箔匠), gold foil bonded with fabrics(付金匠), gold foil bonded with paper materials(金箋紙匠), re-
fining gold(鍊金匠), cutting gold(裁金匠), and making gold thread(絲金匠) can be easily found. We 
can infer from these literatures that the Korean people used to make gold threads. However, is 
not existent the gold thread making technique. Thus, a research was done using 67 pieces of 
gold thread artifacts used in textiles craft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re-
search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gold thread by studying the artifacts’ form 
classification, gold foil, glue and the base. First, gold thread is divided into flat gold thread and 
wrapped gold thread. Wrapped gold thread was made in more various methods such as with a 
paper on the flat gold thread, metal thread and wrapped gold thread with gold foil on top. 
Compared to the flat gold thread, wrapped gold thread uses a thread that has a thinner and 
wider. Through this analysis, even making of the base of the gold threads was different accord-
ing to the type. Secondly, we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ccording to form struc-
ture of the gold thread. After analysis of experiment results, we could know that to attach 
Korean gold thread, glue and the mixture of materials such as Red soil(朱土) was also added. 
The kinds of the base of gold threads were identified as paper, leather and intestines. Among 
those materials, for paper, Korea's Dakji, China's Sangpiji(桑皮紙) and Jukji(竹紙) and Japan's 
Anpiji(雁皮紙) seemed to have all been used, so because of the difference among countries, we 
can prove that Korea has also produced gold thread. By looking at the research, the base of 
gold threads and making features hugely vary according to the area.

Key words: flat gold thread(편금사), glue(아교), gold thread(금사), Korean traditional paper(한지), 
weave with supplementary gold wefts(직금), wrapped gold thread(연금사)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R&D 사업(NRICH-1207-B10F)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sim-yeonok, e-mail: simyeonok@korea.com



服飾 第63卷 7號

- 80 -

유물명 시대 금사종류 소장처

1 남색원앙문직금능

1346

편금사

수덕사

근역성보관

2 주황색석류문장금사 편금사

3 청색소화문직은능 편은사

4 담홍색조문직은능 편은사

5 황색사엽과용문사 기 타

6 녹색천화봉문직금단 1639 편금사

7 불화복장낭 18세기 연금사

8 경전표지(적색운보문직금능)
고려시대

(14세기)

편금사
불교중앙

박물관9 경전표지(조각보)
편금사 14종

편은사 9종

10 죽경질 1 고려시대

(12세기)

연은사
송광사

성보박물관
11 죽경질 2 연은사

12 수자영지문직금단 16세기 편금사

13 직금흉배단령 15세기 초 연금사
국립대구

박물관

14

백지묵서

금광명

최승왕경

권제 2, 7

1662

편금사
동국대학교

박물관
권제 5 편금사

권제 3, 10 편금사

15 다홍색직금단 1649 편금사 개인소장

<표 1> 국내 소장 조사 유물 목록(총 37건 78점)

Ⅰ. 서론
금사1)는 직금․자수 등 전통 섬유공예에 사용된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서

금사와 관련하여 형태, 재질, 크기, 용도, 지역, 가공

법 등 금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된

다.2) 또한 우리나라 문헌에서 금박장(金箔匠), 부금

장(付金匠), 금전지장(金箋紙匠), 연금장(鍊金匠), 재

금장(裁金匠), 사금장(絲金匠) 등과 같은 금사 제작

과 관련한 여러 공장 제도에 대한 기록3)들이 확인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금사가 제작되었

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사를 제

작할 수 있는 기술은 단절된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사

용되는 금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사에 대한 연구는 형태 분석4)과 더불어

보존처리5)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재

료인 금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금사의 제작방법에

관한 간략한 소논문6) 이외에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

서 전통 직물공예의 연구와 복원, 그리고 계승을 위

하여 기본 재료인 금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섬유공예

에 사용된 금사 유물을 조사하여 금사의 제작 방법

에 따른 형태적 분류를 시행하였고 금사를 구성하는

금박, 접착제, 배면 등에 대한 재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7)

한국․중국․일본 등 총 68건의 금사 관련 유물을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유물 조사

에 있어 금사의 특성상 배지와 금박을 육안으로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출토복식 일부와 불복장 직

물, 전래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금사

의 형태 분석을 위해 육안조사, 디지털 사진과 현미

경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재료 분석을 위하여 두께

측정기, 광학현미경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Ⅱ. 금사의 형태와 특징
조사 대상 금사 관련 유물은 <표 1>8)과 <표 2>와

같이 국내 소장 37건, 국외 소장 31건으로 분석된 금

사는 총 110점이다. 110점의 금사를 조사한 결과 금

사의 형태는 크게 편금사(片金絲)와 연금사(撚金絲)

로 분류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편금사와 연금사로

분류하여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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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황색직금단 1 편금사

17 황색직금단 2 편금사

18 청색용문직금금
명대

(16세기)
기 타

19 홍색직금장화단

청대

(18세기)

편금사

20 황색보상화문직금단 편금사

21 황색용문직금장화단
편금사 1종

연금사 1종

22 쌍용문자수포 연금사

23 경운대사 가사 19세기 초 연은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24 차면
조선후기

(18세기)
편금사 4종

25
감주금니

묘법연화경

2권

1880

연금사

7, 10, 12권 연금사

14권 연금사

26 자적금선단 1800 편금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27 이색운문직금장화단 1837 연은사

28 녹금선단(8) 1840 편은사

29 녹금선단(6) 1845 편은사

30 의친왕비 당의보

19세기 말

연금사 2종

경운박물관

31
의친왕비

원삼

홍색만초보상화문직금단 편금사

황색만자원용문직금금단 연금사

32 원삼
홍색운용문직금단 편금사

황색만초보상화문직금금단 편금사

33 쌍학문자수흉배 연금사

34 적의
선단 홍색봉황문직금단

대한제국

(20세기)

연금사
국립고궁

박물관
흉배 연금사 2종

35 폐슬 연금사

36 적의
선단 홍색용문직금단 대한제국

(20세기)

연금사 세종대학교

박물관흉배 연금사 2종

37 적의 선단 홍색봉황문직금단
대한제국

(20세기)
기 타

서울역사

박물관

유물명 시대 금사종류 소장처

1 0737(1-2)-菱点羅地釘金繡盤風 요대

(11세기)

연금사

中國

絲綢博物館

2 0740-盤金繡球路大窠卷草對雁羅袍 연금사

3 1527-藍色纏枝蓮經織金錦皮子

원대

(13~14세기)

편금사

4 2736-納石失織金錦袍衣襟 연금사

5 2977-肩欄紋納石失 연금사

6 2976-瓣窠納石失 연금사

7 曲水地團鳳織金雙鶴胸背

명대

(16~17세기)

연금사

8 1524-藍色雲龍紋織金緞經皮子 편금사

9 2297-大紅色地花卉紋織金錦 편금사

10 1528-藍色纏枝蓮龍紋織金緞經皮子 편금사

11 1533-綠色雜寶雲紋織金緞經皮子 연금사

12 1530-褐色卷草雜寶團龍紋織金緞經皮子 편금사

13 1531-褐色卷草雜寶團龍紋織金緞經皮子 편금사

14 1532-綠色雜寶雲紋織金緞經皮子 연금사

15 1546-綠色雜寶雲紋織金緞經皮子 편금사

<표 2> 국외 소장 조사 유물 목록(총 31건 32점, 유물명은 소장처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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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276-褐色素面羅金絲刺繡裙服 연금사

17 鳳凰紋刺繡綾 요대

(11세기)

연금사

일본교토

소재 개인소장

18 草紋刺繡羅 연금사

19 雙鳥紋織金錦
원대

(13~14세기)

연금사

20 織金綾 연금사

21 花紋織金錦 연금사

22 作土形草花文樣金襴(鷄頭金襴) 송대

(11세기)

편금사

日本

京都國立

博物館

23 雲繫ぎ宝尽し文樣金襴(富田金襴) 편금사

24 騎羊人物椿梅折枝文樣金襴

명대

(16~17세기)

편금사

25 雲に寿字文樣紗 연금사

26 一重蔓朱丹唐草文樣金羅 편금사

27 二重蔓朱丹唐草鳳凰文樣金紗 연금사

28 萌葱緞子地かい豸文様金襴鎧下着
모모야마

(17세기)
연금사

29 小袖染分綸子地松皮菱麻葉と紋散し文様
에도

(18세기)
연금사

30 縫鳳凰紋織金紗袈裟
19세기

편금사 일본교토 소재

無名司31 縫遠山紋織金紗袈裟 편금사 2종

1. 편금사
편금사는 배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금박을

올려 건조한 후 일정한 너비로 자른 형태의 금사를

말한다. 우리나라 문헌 중 편금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원간노걸대(原刊老乞大)에서 ‘육화암화편금

답자(六花暗花編金荅子)’9), 정조실록(正朝實錄)에
서 ‘편금단(片金緞)’10)이 확인된다. 이는 금사의 형태

적 특징을 알려주는 자료로 당시 편금사가 제직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편금사의 가장 이른 연대의 유물은 청해 두란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1>11)의 귀갑문직금금대(龜甲文織

金錦帶)는 8~9세기 유물로 금을 얇게 두드려 이를

재단하여 제직에 사용하였다. 귀갑문직금금대는 편금

사의 초기 형태로 이 유물 외에 지금까지 발견된 사

례는 없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현존하는 금사는

대부분 전거한 것과 같이 배면 위에 금박을 올리고

재단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조사된 편금사의 배면 재료로 대부분 종이를 사용

하였으며, 배면의 한쪽에만 금박을 올린 형태이다.

반면, <그림 2>는 1346년 주황색석류문장금사(朱黃色

石榴紋莊金紗)의 편금사로 배면의 양쪽에 금박을 올

린 유일한 형태이다. 이는 무늬 부분만 돌아가면서

문양을 표현하는 봉취직의 특성상 금박을 올리지 않

은 배면이 문양부분에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함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유물 중 봉취직

에 사용된 편금사와 연금사용 편금사는 모두 <그림

3>과 같이 배면의 한쪽에만 금박을 올리고 있어 주

황색석류문장금사는 다른 유물과 차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1> 龜甲文織金錦帶, 8~9세기,

중국 청해 두란 출토

- 紡織品考古新發現,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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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크기(㎜) 한국 중국 일본

편금사

너비

최저 0.183 0.118 0.625

최고 0.743 0.658 0.727

평균 0.3~0.4 0.3~0.4 0.6~0.7

두께

최저 0.043 0.052 0.099

최고 0.157 0.142 0.153

평균 0.08 0.08 0.1

<표 3> 한국․중국․일본의 편금사 크기

<그림 2> 朱黃色石榴紋莊金紗, 1346년,

수덕사 근역성보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3> 縫鳳凰紋織金紗袈裟, 19세기,

일본교토 소재 無名司

- 필자촬영, 2012

편금사의 크기는 너비와 두께를 중심으로 최소 크

기와 최대 크기, 그리고 가장 많은 수치가 확인되는

평균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편금사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표

3>과 같이 너비는 0.3~0.4㎜12)가 주를 이루며, 두께

는 0.08㎜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다.13) 일본은 조사

대상 유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2. 연금사
연금사는 방추차의 회전력을 이용해 심사에 편금

사를 말아감은 금사를 말한다. 연금사는 중국 문헌인

회사쇄언(繪事瑣言)의 내용 중 당육전(唐六典)에

서 언급한 금 10종류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14)

금번 조사 결과 연금사의 형태는 3종류로 확인되

었다.

첫 번째는 <그림 4>와 같이 편금사를 심사에 말아

감은 것으로 연금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부

분의 연금사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청해 두란에서 발견된 귀갑문직금금대

에 사용된 금사와 마찬가지로 배면 없이 금속을 두

드려 얇게 만든 후 재단하여 그 자체를 심사에 말아

감은 형태이다. 금번 조사 결과 총 4점의 유물이 확

인되었는데, 우리나라 유물에서는 고려시대 죽경질

(竹經秩) 2점과 19세기 쌍학문자수흉배(雙鶴紋刺繡

胸背)에 사용되었다. 죽경질 <그림 5>는 은을 잘라

심사에 말아 감은 후 실크타피스리로 제직하였다. 쌍

학문자수흉배 <그림 6>은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을 황색 심사에 말아 감아 자수하였다. 그 이외

에 원대 화문직금금(花紋織金錦) <그림 7>은 금판을

잘라 심사에 말아감은 후 제직하였다.

세 번째는 심사에 접착제를 바른 후 그 위에 직접

금박을 접착시킨 형태이다. 구술조사에 따르면 사용

하고 남은 금박 부스러기를 모아 심사에 붙여 제작

되었으며, 중국에서 근대까지도 사용되던 방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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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운대사 가사, 19세기 초, 통도사 성보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5> 竹經秩, 고려시대, 송광사 성보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6> 雙鶴紋刺繡胸背, 19세기 말, 경운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7> 花紋織金錦, 원대, 일본교토 소재 개인

- 필자촬영, 2012

현재 제작 기술은 단절된 상태인 관계로 현지 조사

는 불가능 하였다. 이와 같은 연금사의 형태는 일종

의 금박연금사로 <표 4>와 같이 우리나라 1점, 중국

의 요대, 원대, 명대 유물 7점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우리나라 유물 <그림 8>의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1점

과 요대의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3점은 심

사에 부착된 금박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두께도 일

정하지 않다. 따라서 심사에 금박을 접착함에 있어

완전한 형태의 금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술조사에서와 같이 금박 부스러기를 사용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반면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의 원대 유물은 요대의 유물에 비해 그 두께가 얇아

마치 금을 심사에 도포된 형태와 유사한 반면 <그림

15>의 명대 유물은 요대의 금박 표면과 유사하다.

연금사의 심사는 견사나 면사를 사용하는데, 금번

조사 대상 유물에서는 견사만 확인되었다. 심사는 소

색, 백색, 황색, 홍색견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백색과 소색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금사에 사용된 편금사의 크기를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연금사용 편금사의 너비는 중국 유물에서 가

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만 두께는 대략 0.04mm

정도이다. <표 3>과 <표 5>를 비교해 보면 연금사에

사용된 편금사는 일반적인 편금사에 비해 대체적으

로 너비는 넓은 반면 두께는 얇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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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크기(㎜) 한국 중국 일본

연금사

너비

최저 0.428 0.323 0.659

최고 0.892 1.486 0.792

평균 0.7~0.8 0.4~0.7 0.6~0.7

두께

최저 0.029 0.023 0.050

최고 0.069 0.060 0.058

평균 0.04~0.05 0.04~0.05 0.05

굵기

최저 0.157 0.163 0.357

최고 0.708 0.525 0.428

평균 0.3~0.4 0.2~0.3 0.3~0.4

<표 5> 한국․중국․일본의 연금사용 편금사 크기

한국
15세

기초

<그림 8> 직금흉배단령

- 필자촬영, 2013

중국

요대

<그림 9> 초문자수라

- 필자촬영, 2012

<그림 10> 菱点羅地釘金繡盤風

- 필자촬영, 2012

<그림 11> 盤金繡

球路大窠卷草對雁羅袍

- 필자촬영, 2012

원대

<그림 12> 納石失織金錦袍衣襟

- 필자촬영, 2012

<그림 13> 肩欄紋納石失

- 필자촬영, 2012

<그림 14> 瓣窠納石失

- 필자촬영, 2012

명대

<그림 15> 褐色素面羅金絲刺繡裙

- 필자촬영, 2012

<표 4> 심사에 금박을 붙여 제작한 연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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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사의 구성에 따른 재료와 특징
본 장에서는 금박, 접착제, 배면으로 구성되는 금사

의 형태적 특징을 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금박
금사는 배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금박15)을

올린다. 접착제의 종류와 금박의 상태에 따라 육안으

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금사는 배면,

접착제, 금박의 층으로 구성된다.

조사 유물 중 가장 많이 확인된 금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그림 16> 赤色雲寶紋織金綾, 고려시대, 불교중앙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17> 차면, 조선후기, 통도사 성보박물관

- 필자촬영, 2012

첫째, <그림 16>과 같이 배면 종이의 섬유올이 그

대로 드러날 정도로 금박의 두께가 얇은 금사로 금

의 발색과 광택이 선명하다. 두 번째는 <그림 17>처

럼 금박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배면 종이의 섬유올

과 함께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금의 발색은 선명하나

전거한 특징에 비하여 광택은 떨어진다. 세 번째는

<그림 18>과 같이 금박 표면이 마치 금속과 유사한

금사로 광택이 탁월한 반면 금박의 두께가 두꺼워

배면의 표면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18> 縫遠山紋織金紗袈娑, 19세기,

일본 교토 소재 無名司

- 필자촬영, 2012

2. 접착제
접착제는 금박과 배면 사이 층에 존재할 뿐만 아니

라 유물의 파괴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성분에

대하여 단정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접착제에 대한 특성

파악은 배면 상층의 표면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접착제를 바르고 금박을 올리지만 배면

의 섬유질이 투명하게 나타난 유물로 <그림 19>와

같다. 투명 접착제인 아교(阿膠)를 사용하였을 때 배

면의 섬유질이 그대로 확인되는 것을 <그림 20>에서

와 같이 역추적 실험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16) 또한

아교는 우리나라 의궤의 기록 중 부금장의 소요

재료 중 명교(明膠), 당교(唐膠)와 함께 확인되고 있

어 금박과 관련된 전통적인 접착제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림 21>과 같이 배면이 갈색 또는 붉은

색으로 확인되는 유물이다. 붉은색은 배면 위에 또다

른 하나의 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림 22>와 같이 유

물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

으며, 금사뿐만 아니라 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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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적금선단, 1800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20> 접착제로 아교를 사용한

금사 의사시료의 열화 처리 후 모습

- 정용재 제공, 2012

<그림 21> 경전표지(조각보-F-1), 고려시대,

불교중앙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22> 녹금선단(6), 1845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23>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금사

- 필자촬영, 2012

<그림 24> 黃色寶相華紋織金莊花緞, 청대, 개인소장

- 필자촬영, 2012

중국 남경 현지 조사 결과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

는 금사는 아교에 주토(朱土) 등의 재료를 일정 비

율로 혼합한 붉은 계통의 액체를 접착제로 사용하고

있었다.17) 이러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중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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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藍色鴛鴦紋織金綾 금사 배면 섬유소, 1346년,

수덕사 근역성보관

- 김형진 제공, 2012

<그림 26>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복장 중 한지 섬유소,

1346년, 수덕사 근역성보관

- 김형진 제공, 2012

<그림 27> 曲水地團鳳織金雙鶴胸背, 명대,

中國絲綢博物館

- 필자촬영, 2012

<그림 28> 騎羊人物椿梅折枝紋金襴, 명대,

日本京都國立博物館

- 필자촬영, 2012

사의 배면 <그림 23>과 중국 청대 황색보상화문직금

장화단(黃色寶相華紋織金莊花緞) <그림 24>의 배면

층을 비교한 결과 배면 위에 도포된 붉은 층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의궤에서도 아

교와 함께 주토와 백토(白土) 등이 확인되어 우리나

라에서도 혼합물이 첨가된 접착제를 사용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따라서 현지조사와 유물, 문헌

자료를 통해 접착제에 붉은색의 물질을 혼합하였으

며, 이러한 제작 방법이 지금까지 유사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배면
금사의 배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도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금번 유물 조사에

서도 소량의 유물을 제외하고 모두 종이로 확인되었

다. 이에 배면의 종이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비파

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복장직물 중 남색원앙문직금능, 주황색

석류문장금사, 청색소화문직은능(靑色小花紋織銀綾),

담홍색조문직은능(淡紅色鳥紋織銀綾), 황색사엽과용

문사와 1649년 화계사 지장보살상 복장직물 중 황색

직금단(黃色織金緞)과 홍색직금단(紅色織金緞)에 사

용된 배면의 종이이며, 이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18)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복장 직금직물과 1649

년 화계사 지장보살상 복장 직금직물의 배면 섬유구

조를 분석한 결과 <그림 25>와 같이 비목질계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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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雙鳥紋織金錦, 원대, 일본 교토 소재 개인

- 필자촬영, 2012

<그림 30> 織金綾, 원대, 일본 교토 소재 개인

- 필자촬영, 2012

소가 관찰되었다. 비목질계 섬유소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인 닥지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그림 26>에서

알 수 있듯이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복장 중

한지의 섬유소와 동일하다. 따라서 배면은 닥 섬유로

제작된 닥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사에 사용

된 배면 종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

라 당시 금사의 제작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전통적으로 상피지(桑皮紙)와

죽지(竹紙)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림 27>은 중국사주박물관(中國絲綢博物館) 소장 명

대 유물에서 연금사의 배지로 죽지가 확인되었다.19)

일본의 배지에 관하여 비록 과학적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금사 제작 공방 조사결과 일반적으

로 안피지(雁皮紙)를 사용하고 있었다.

배면의 재료로 종이가 아닌 다른 소재를 사용하기

도 한다. <그림 28>은 배면의 재료로 가죽을 사용한

피금(皮金)이다. 또한 중국 원대 유물인 <그림 29>와

<그림 30>의 금사 배면에서 얇은 막이 확인되었다.

막은 심사의 꼬임이 확인될 정도로 매우 얇은 형태

이다. 이는 동물의 창자를 가공 처리하여 얇게 만든

후 그 위에 금박을 올린 것으로 피금과 소재와 형태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적인 가죽은 편금사에

내장은 연금사에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금사의 형태에 따라 유사한 소재의 사용에 있

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금사의 형태 및 재료적 특징 비교
1. 금사의 형태적 특징 비교
금사는 편금사와 연금사로 분류된다. 특히 종이

배면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금박을 올린 형태가 일

반적이며, 편금사와 연금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사 결과 <표 3>과 <표 5>에서와 같이 금사의 너

비와 두께의 차이가 확인될 뿐 한국․중국․일본의

유물에서 형태적 특징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물 중 1346년 주황색석류문장

금사에 사용된 편금사는 배면의 한쪽에만 금박을

올리는 형태가 아닌 양쪽에 금박을 올리고 있어 중

국․일본과 차이가 난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물에서

도 단 1점에서만 확인되어 당시 편금사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워 추후 다양한 유물 조사가 이루

어진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

라 생각된다.

연금사는 편금사에 비해 다양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작 방법에 따른 형태적 차이로 볼 수 있다.

종이 배지의 편금사를 심사에 말아감은 일반적인

연금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공

통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각 나라별 특색을 살펴

볼 수 없다. 하지만 금박연금사는 비록 일본 조사

대상 유물에 한계가 있지만 금번 조사 대상 중 한

국과 중국의 유물에서 소량만 확인되었다. 특히 <그

림 8>의 용인 흥덕지구에서 출토된 직금흉배단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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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황색직금단, 1649년, 개인소장

- 필자촬영, 2012

<그림 32> 적의 선단,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 필자촬영, 2012

<그림 33> 배면 처리에 따른 금박의 광택 차이, 일본 교토

- 필자촬영, 2012

<그림 34> 마노를 이용한 금박의 표면 가공, 중국 남경

- 필자촬영, 2012

사용된 연금사는 심사에 금박을 붙인 형태로 볼 때,

금박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금박이 비교적 두꺼우며

두께도 일정하지 않은 중국 요대의 금박연금사와

유사하다.

2. 금사의 재료적 특징 비교
금박의 표면 특징은 세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는 금박의 발색 정도가 선명하고 두께가 얇아 배면

의 섬유질이 금박 표면에 드러나는 금사이다. 두 번

째는 금박은 선명하지만 그 두께가 두껍고 배면과

함께 갈라짐이 확인되는 금사이다. 세 번째는 금박

표면이 마치 금속과 같은 광택이 나는 것으로 배면

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금박 표면 특징은 고려시대부

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중국도 송대부터 청대까지

전 시기에 나타나고 있어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다. 다만 조선시대는 금박의 발색이

선명하고 그 두께는 얇지만 <그림 31>과 같이 고려

시대에 비하여 배면의 섬유올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금속과 같은 금박 표면은 금번 조사 대상 유물 중

<그림 19>, 그리고 <그림 32>20)와 같이 일본에서 제

직된 직금직물로 밝혀진 유물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

은 금박의 표면 특징은 금사를 제작할 당시 이루어

지는 가공처리에 의한 차이로 추측된다. 실제 일본의

금사 제작 기술 조사 결과 금사를 제작하는데 <그림

33>과 같이 배지의 표면 처리 시 칠하는 옻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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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금박의 광택정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

다. 옻칠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금박 표면은 광택도가

높아지면서 금속과 같은 표면으로 변화한다. 이에 반

해 중국은 <그림 34>와 같이 마노를 이용하여 금박

의 표면에 압력을 가해 금박의 광택을 유도하고 있

었다. 우리나라도 임원경제지에서 부금 시 광을 내
는데 만호(墁瑚)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다.

접착제에 의한 배면의 특징은 배면의 섬유질이 그

대로 드러나는 유물과 배면 윗부분이 투명 또는 붉

은색, 또는 갈색으로 확인되는 유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의궤의 기록과 중국의 현지 조사를 통
해서도 아교와 함께 주토 등을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금사 배면 특징을 통해서도 접착제의 유사성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800년대 문헌인 기
직휘편(機織彙編) 3권에 의하면, 금사를 제작하는데

옻을 배면 위에 바르고 금박을 올린다고 기록21)하고

있으며, 현재 금사제작 공방에서 금사의 접착제로 옻

을 사용하고 있음을 현지 조사 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금사에 나타난 갈색과 붉은색의 배면은

옻에 의한 특징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일

본의 금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명확

한 재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금사의 배면은 조사 분석에 있어 제한된 유물과

시대 등으로 인해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에서

발견된 직금직물과 한지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분

석 결과 닥지로 확인되어 부분적으로나마 당시 닥지

를 소재로 한 배면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마상지와 죽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죽지가 유물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금사 배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안피지를 사용한다. 이처럼 한

국과 중국, 일본의 금사 배면은 기본적으로 종이를

사용하지만 종이의 재료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배면의 종이 소재를 통해서도 제작지

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금은 중국에서도 중앙아시아 계통의 유물에서

조사되었다. 피금은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 그

제작 방법22)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산시성이라는 지

명을 통해 피금은 당시에도 중원보다 중앙아시아에

근접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는 주변에서 조달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지

역적․환경적 특색을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서 구입하는 물건 중 하나로 피금, 양피금(羊皮金)

을 언급하고 있다.23) 또한 육전조례(六典條例)에
는 ‘1년에 한번 피금을 제공한다.’라고 기록24)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피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피금의 제작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다.25) 이처럼 배면의 재료로 가

죽이나 내장을 사용한 피금은 중국 내에서도 중앙

아시아에 근접한 지역에서 주로 생산에 따라 금박

과 접착제에 비해 각 나라와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하는 소재 중 하나이다. 따라서 종이와 더불

어 금사의 제작지 규명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직금과 자수에 사용된 금

사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재료에 대하여 살펴보았으

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금사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금사의

종류는 편금사와 연금사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유

물 중 배면의 양쪽에 금박을 올리고 있는 1346년 주

황색석류문장금사에 사용된 편금사가 확인되어 봉취

직이라는 제직 특성을 고려한 금사의 제작이 사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금사는 종이에 박을 올

린 편금사, 금속사, 그리고 금박을 직접 심사에 접착

하는 등 편금사에 비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금사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편금사에 비해 연금

사에 사용된 편금사의 너비가 넓고 두께가 얇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금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

로 이를 통해 금사의 용도에 따라 배면의 제작부터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금사의 구성 형태에 따른 재료의 특성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금박은 발색 정도, 두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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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분류되었다. 특히 일본의 유물에서 확인되는 금

속과 유사한 표면은 옻칠 횟수에 따른 가공법에 의

한 특징임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접착제는 금사의 배면 특징을 통해 아교, 그리고

아교․주토․백토 등의 혼합물질을 사용하였다는 것

을 역추적 실험과 중국의 현지 조사, 문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금사의 접착제로 옻을 사

용한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옻을 접착제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중국과 차이가

나타난다.

배면의 종류로는 종이, 가죽, 창자가 조사되었다.

이는 그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

로 금사의 재료 중 지역적 특색을 가장 많이 반영한

다. 배면의 재료 중 한국은 닥지, 중국은 상피지와

죽지, 일본은 안피지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일부 유물에서 한지와 동일한 닥섬유계 인

피섬유로 확인됨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금사

의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또한 가

죽은 편금사용으로, 창자는 연금사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창자가 가공처리에 있어 일반 가죽보다 얇게

제작하는데 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유사한

계통의 배면 소재에 있어서 제작 특성에 따라 편금

사용과 연금사용의 배면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중국․일본의 금사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유물의 한계가 있어 방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자료가 축

적된다면 금사를 통해서 직물의 교류관계와 제작지

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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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대금사(大金絲), 중금사(中金絲), 소금사(小金

絲), 금사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수중금사(繡中

金絲), 수금사(繡金絲), 생산지역과 관련된 당금사(唐

金絲)를 비롯하여 금의 가공법에 대한 훈금(渾金,) 초

금(草金)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금사 제작과 관련한 여러 공장 제도와 관련하여 經國
大典 등 우리나라 문헌 기록에서 도다익장, 금박장, 사

금장, 재금장, 연금장, 부금장, 금전지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조선 건국 이래 금사의 제작, 금

박, 부금, 금전지, 재단 등 세분화된 장인의 체제를 갖

춘 공장 제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직물에 사용된 금사의 형태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보고

된 논문으로는 심연옥 (2011), 대한제국 적의직물 제직

에 대한 고찰, 고궁문화, (4), pp. 6-47; 심연옥, 정용
재 (2012),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직물 연구,

순천 송광사 관음보살좌상 복장물, pp. 124-153. 등이
있다.

5) 금사의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오준석, 노수정 (2007), 경상북도 안강 행주기씨묘 출

토 직금단 치마와 저고리 보존처리-직금단 편금사의

금박 재접착을 중심으로, 복식, 57(9), pp. 67-75; 노수
정, 오준석 (2008), 단백질계 배지로 이루어진 금속사

의 분석과 보존처리-16세기 임백령 묘 출토 단령의 직

금 흉배를 중심으로 -, 복식, 58(9), pp. 120-141; 홍문
경 (2010), 출토 직금직물의 보존처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준석, 노수정, 정영란 (2010), 용인 영

덕동 유적출토 금속장식 단령 및 저고리의 재료․기법

연구 및 보존처리, 용인 영덕동 유적-용인 영덕 택지개
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경기문화재
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재택공사: 정용재 (2011),

적의 유물의 색과 금사 분석, 왕실복식 적의 국제학술
심포지엄, pp. 50-67 등이 있다.

6) 금사의 제작방법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노진선 (2006),

전통직물에 사용되는 금사 제작 방법, 섬유기술과 산
업, 10(4), pp. 382-387이 있다.

7) 일본 유물은 조사 대상에 한계가 있어 비교 설명하기

에 무리가 있지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사의 형태 및

재료의 특징 등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8) <표 1>에서 금사의 종류에서 기타로 분리된 수덕사 근

역성보관 소장 1346년 황색사엽과용문사는 티타늄(Ti),

칼슘(Ca), 브롬(Br)이 검출되었고 개인소장 명대 청색

용문직금금는 주성분 구리(Cu) 이외에 철(Fe), 납(Pb),

티타늄(Ti)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박의 종류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1>과 <표 2>의 유물 연대는 소장처에서 지정한 시

대를 중심으로 표기하였으며, 추정되는 연대를 괄호 안

에 별도로 기입하였다. 그림 목록에서는 소장처에서 지

정한 시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9) 原刊老乞大(麗末鮮初)에는 중국에서 구입하는 비단에

대한 매단자(買段子) 부분에 금가루를 이용하여 금박

한 쇄금단지(銷金段子)와 함께 육화암화편금답자(六花

暗花編金荅子)가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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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正朝實錄 正祖 24年 1月 26日 己卯 (1800)
“奉天承運皇帝詔曰 …(중략)… 特諭賞朝鮮國王蟒緞二

疋 補緞二疋 粧緞二疋 片金緞二疋”

11) 趙豊 (2002), 紡織品考古新發現, 香淃: 藝紗堂/服飾出
版, pp. 100-101.

12) <표 3>에서 금사의 최고 크기와 최저 크기를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하였는데, 이는 실제 측정치를 나타낸

것으로 정확한 크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평

균값은 조사 유물에서 측정된 금사 크기의 범위를 나

타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크기를 표기하고

자 소수점 3자리까지 표기하지 않았다. <표 5>에서

제시될 연금사의 크기 평균값도 동일한 조건으로 표

기하였다.

13) 우리나라 편금사의 크기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분

류하여 살펴보면, 고려시대 편금사의 너비는 0.199~

0.689㎜이지만 전체적으로 0.3~0.4mm가 주를 이루며,

두께는 측정 불가능한 금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조선시대 편금사는 고려시대와 마찬

가지로 너비는 유사하며, 두께는 0.08mm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다.

14) 迮朗, 繪事瑣言 (1797), 卷四, 泥金
“唐六典曰金十四類 鎖金 拍金 鑛金 織金 砑金 披金

泥金 鏤金 撚金 鏨金 圈金 貼金 嵌金 裏金”

15) 심연옥, 이채원 (2009), 금박장, 국립문화재연구소, p.
11.

금박은 五洲書種博物考辨에서 ‘금을 두드려 눌러 납

작하게 만든 것으로 종이보다 얇아서 金薄, 또는 金

箔이라 부른다.’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6) 금사 시료의 열화실험 및 분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정용재 교수가 실시하였다.

17) 노진선, op. cit, p. 384-385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금사
의 접착제로 따뜻한 물과 기름, 홍분, 백토, 아교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때 홍분과 백토를 5:12의 비율

로 섞고 30%의 아교를 첨가하는데, 이는 온도, 습도

등의 날씨에 따라 배합 비율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현지 조사 시 사용된 접착제는 오금지(烏金

紙)와 함께 극비 사항인 관계로 자세한 혼합재료와

혼합비 알 수 없었다.

18) 배면의 종이 분석은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김형

진 교수가 실시하였다.

19) 곡수지단봉직금쌍학흉배(曲水地團鳳織金雙鶴胸背)에 사

용된 연금사의 배지 분석은 중국사주박물관(中國絲綢

博物館)에서 실시하였다.

20) 심연옥 (2011), 대한제국 적의 직물 제직에 대한 고

찰, 국제학술심포지엄 왕실복식 翟衣, 국립고궁박물
관, pp. 5-47.

21) 京都金銀糸工業協同組合 (1987), 京都金銀糸平箔史,
京都: 日本寫眞印刷株式會社, p. 89.

22) 宋應星, 天工開物 (1637), 下卷 卷十四, 五金 , ‘黃金’
“秦中造皮金者 硝擴羊皮使最薄 貼金其上 以便剪裁服

飾用”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林園經濟志 贍用志 卷3, 設色之

具 皮金 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23) 飜譯朴通事(1517년 이전), 朴通事諺解(1677)에서는 피
금(皮金)을, 朴通事新釋諺解(1765)에서는 양피금(羊皮

金)을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24) 六典條例, 卷之3, 戶典版別房 , ‘所管貢物’
“皮金單等 十月 六十張 每張價銀三錢”

25) 우리나라 금사 관련 유물 중 임백령묘 출토 흉배에

사용된 금사에서 단백질계 섬유질이 확인되어 피금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이다. 이에 관해서는 노수정, 오준석, op. cit, pp.
120-14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