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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나전칠기의 특징 중 하나는 실톱을 이용한 주름질 기법의 발달이다. 이에 대해서 전성규가 일본 다카오카의 ‘조선나전사’에 

초빙되어 기술을 가르치러 갔다가 실톱을 가지고 돌아와 나전을 오리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왔다. 한편 다카오카에서는 

기무라 텐코라는 인물이 조선의 나전기술과 직공을 유입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나전사를 둘러싼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성규와 기무라 텐코, ‘조선나전사’와 관련된 일차자료를 발굴하여 근대 나전칠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검증

하고, 칠기 연구의 공백기를 메우는 한편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칠공예가들이 어떤 경위로 다카오카에 

건너가게 되었으며, ‘조선나전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귀국 이후의 활동에 어떻게 이어지는

지에 대해 추적하였다. 전성규의 다카오카 체류 경험은 주름질 기법의 발달이라는 나전칠기의 양식적인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근대적 공예가로서의 의식이 형성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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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후기와 그 이후의 근대 나전칠기를 구별짓는 가

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실톱을 이용한 주름질 기법1이다. 이

와 관련되어, ‘조선 나전칠기 최후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전성규(全成圭, 1880~1940)가 1920년경 일본 도야마현 다

카오카시의 ‘조선나전사(朝鮮之螺鈿社)’2(이하 ‘’생략)에 초

빙되어, 당시 문하생이었던 김봉룡(金奉龍, 1903~94), 송주

안(宋周安, 1901~81) 등과 함께 건너가 나전기술을 가르쳤

다. 다카오카에서 가지고 돌아온 실톱을 이용하여 나전을 

자름으로써 주름질 기법의 구사가 훨씬 더 자유롭게 되었

다.’는 내용이 국내에서 출간된 나전칠기 관련 저술에 빠짐

없이 실려있다.3 전성규의 뒤를 이은 김봉룡과 송주안은 문

화재보호법 지정 이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었기에, 

이들이 근대 공예사에서 갖는 위상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조선나전사를 둘러싼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내

용을 담은 책마다 연도의 기재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는 정확한 일차자료의 인용없이 대부분이 구전에 기대어 기

록된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카오카(高岡)는 일본 도야마(富山)현 제2의 도시로, 

예로부터 동기의 주물제조와 칠기생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다카오카 칠기는 일본의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전

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伝統的工芸品産業

の振興に関する法律)’에 의해 지원·보호받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칠기 중 하나이다. 그런데 다카오카 칠기가 다른 

일본지역의 칠기와 구별되는 점은, 대표적인 장식 기법 중 

하나로 나전기법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4 더욱이 <전통

공예 다카오카칠기 협동조합>의 홈페이지에서는 “1924년 

기무라 텐코(木村天紅, 1887~1950)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

의 나전기술과 직공들이 유입되었으며, 그들이 1937년 귀국

했다”5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해지는 기

록과 다소 연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바로 전성규와 조

선나전사에 대한 기술이라 보고 이를 실마리 삼아 연구에 

착수하였다. 

칠기는 공예 장르 중에서도 연구의 진척이 매우 느린 

분야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공예사는 주로 도자 연구에 

집중되어 행해져 왔다. 최근 근대 나전칠기를 조명하는 전

시6가 열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실증적인 역사 연

구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성규와 기무라 텐코, 그리고 조선나전사에 초점을 두고 

조선의 칠공예가들이 어떤 경위로 다카오카에 건너가 그곳

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경험이 귀국 

이후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사료를 통해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나전칠기에

서 주름질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한 배경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 

1 자개를 가위나 줄 또는 실톱으로 계획된 무늬대로 오려내어 칠면에 장식하는 나전기법. 명칭은 주름질과 줄음질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본고에서는 주

름질로 통일하였다. 용어의 유래와 기법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곽대웅, 2006, 「한국의 나전칠기」 『천년을 이어온 빛 나전칠기』(전시도록), 국립중앙박물관, 

p.199 이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1, 『한눈에 보는 나전칠기』, KCDF, p.130. 

2 그동안 한국에는 ‘朝鮮’과 ‘螺鈿社’ 사이에 들어가는 ‘之’자가 생략된 채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명칭은 ‘조선노나전사(朝鮮之螺鈿社)’이다. 직역하면 ‘조선의 나

전사’가 되나, 일본어 の(之)는 번역시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조선나전사’를 사용하였다. 

3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앞의 책, p.4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전성규 항목 및 김봉룡 항목, http://encykorea.aks.

ac.kr/Contents/Index(2016. 3. 21. 최종 접속); 이외 다수.

4 다카오카에서는 나전을 주로 ‘아오가이(青貝)’, 나전칠기를 주로 ‘아오가이누리(青貝塗)’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는 청패라는 명칭을 

종종 사용했다. 

5 <전통공예 다카오카칠기 협동조합> 홈페이지, “다카오카 칠 이야기(高岡漆物語)” 중 연표 참고, http://shikki.ec-net.jp/hist2.html(2016. 3. 19. 최종 접속).

6 “근대 나전칠기 공예”, 부산근대역사관,  2014. 7. 9. ~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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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칠기연구의 공백기를 메움으로써 조선후기와 해방 

이후의 나전칠기 연구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Ⅱ. <조선나전사>의 설립 경위

1.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와 조선칠공회

기무라 텐코(사진 1)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크게 알

려진 바가 없으나, 생전에 고향인 다카오카 지방에서는 상

당히 알려졌던 인물인 듯하다. 그의 본명은 기무라 이산지

로(木村伊三次郎)이며, 도야마현립공예학교 칠공과, 도쿄고

등공예학교 응용화학과를 졸업한 후, 후쿠시마현립공업학교

와 도야마현 공업시험장을 거쳐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 

부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그에 관해 가장 자세히 기록

하고 있는 『도야마 대백과사전』에는 그에 대해서 “다카오카 

칠기에 조선나전의 기법을 이입한 칠예가”라고 밝히고 있다.7 

중앙시험소는 총독부 직속기관으로, 일제강점기를 통

틀어 유일한 공업연구기관이었다. 조선의 공업시험, 분석, 

감정사업을 행하기 위해 공업전습소를 부속으로 하여 1912

년 설립되었다. 분석부, 응용화학부, 염직부, 요업부, 양조부

의 5부제로 개설되었는데, 이 중 칠공예, 혹은 칠공업과 직

접 관련이 있는 부서는 응용화학부였다. 옻칠은 인류가 발

견한 가장 뛰어난 도료 중 하나로 간주되는 등 당시에는 공

업과 밀접한 재료였기에, 오늘날로 따지면 첨단과학을 연구

하고 공업기술을 개발하는 곳에서 연구되었던 것이다.8 

중앙시험소의 연구결과는 『朝鮮総督府中央試験所報

告』로 출간되었다. 1915년부터 1939년까지 19회 41호가 발

사진 2.   조선칠공회 총회의 모습(매일신보 1917. 2. 20).

사진 1.   기무라 텐코(資生堂企業文化部編 1995: 166).

7 北日本新聞社, 1994, 『富山大百科事典』 上巻, 木村天紅 항목. 이외에도 高岡市史編纂委員会編, 1982, 『高岡市史』, 青林書院新社; 富山県工業試験場編, 

1971, 『富山県漆工総覧』, 富山県漆器商工事業協同組合 참고.

8 이 당시는 공예와 공업이 분화되지 않고 혼용되던 시기에 해당된다. 예술과 산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예의 특성 상, 공업과 완벽히 구분짓기는 쉽

지 않으며, 공예라는 카테고리와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본고에서는 공예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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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되었는데, 칠공업과 관련된 보고는 네 편에 불과하다.9 그 

중 세 편은 생칠 채집시험과 관련된 보고이며, 한 편은 나

전칠기 개량 시험에 관한 보고이다. 발행된 순서로 보아, 

1910~20년대에는 주로 생칠의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에 주

력하였고, 30년대에 들어서는 나전칠기의 개량사업에 주력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앞선 보고는 다름 아닌 기

무라 텐코가 쓴 글이다. 그는 1915년부터 1920년까지의 약 

6년간 중앙시험소에서 근무하면서, 「채칠시험성적」을 발표

했으며, 이 보고를 바탕으로 <일본칠공회>의 회지였던 『일

본칠공회 잡지』에 「조선에서의 칠액채집시험성적」을 총 5회

에 나눠 연재하였다.10 이외에도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조선

휘보』에 「조선의 칠기업에 관해」11라는 글을 실었다. 

중앙시험소의 기사는 모두 일본인이었지만,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가 많은 인력을 요하는 조림사업과 실험을 하

기 위해서는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조선인 직공들의 협력

이 필요했을 것이다. 중앙시험소에서는 단체를 조직하여 칠

공업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고, 1917년 <조선

칠공회>(사진 2)라고 하는 단체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다. 

“朝鮮에 在한 漆器及素地에 関한 工藝的 知識의 涵養과 

技術의 研究에 資하고, 併히 會員의 親睦을 圖할 目的으로 

組織”한 이 단체는, 경성에서 칠공에 종사하고 있던 조선인 

46명, 일본인 17명으로 발족했으며, 구성원들의 선거를 통

해 중앙시험소의 기사였던 이마즈 아키라(今津明)를 회장

으로, 기무라 텐코와 전성규, 이오 사토루(井尾悟)를 간사

장으로, 사쿠라이 고로(櫻井五郎)를 간사로 삼았다.12 이는 

필자가 확인한 기록 중 기무라와 전성규, 두 명의 이름이 동

시에 등장하는 가장 빠른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이들이 

늦어도 1917년부터는 총독부의 관리와 대표적인 직인으로

서 칠기 관련 사업에 협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임원진 중 유일한 조선인이었던 전성규(사진 3)는, 구

전에 의하면 상궁의 양자로 들어가 왕궁의 출입이 자유로

웠기에 고가의 공예품을 볼 기회가 많았다고 전해지나 확

실하지는 않다. 그의 생애에 관한 거의 유일한 자료로, 장

남 전창한이 부친의 생전에 대신 인터뷰에 응했던 기사를 

꼽을 수 있다.13 기사에 의하면 인천 감리였던 하상기라는 

인물이 진상품 중에서 나전

칠기에 관심을 가져 통영에

서 6인의 공인을 불러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성규가 29세에 이 공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전칠기의 

세계에 입문했다고 한다. 처

음에는 가족중심의 폐쇄적

인 공방에 받아들여지지 않

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

지 못하고 어깨 너머 기술

을 익혀야 했으나, 다음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하상기로부터 공장을 인수

하여 공장장의 지위를 차지
사진 3.   전성규 

(동아일보 1940. 1. 9).

9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木村伊三次郎, 1917, 「採漆試驗成績（第一報）」 『朝鮮総督府中央試験所報告第2回』, 朝鮮総督府中央試験所; 山本隆次, 

1919, 「漆液採集試驗報告（第二報）」 『朝鮮総督府中央試験所報告第3回』, 朝鮮総督府中央試験所; 五十嵐三次·安田邦譽, 1928, 「漆汁採集試驗成積」 『朝

鮮総督府中央試験所報告 第10回』, 朝鮮総督府中央試験所; 五十嵐三次, 1930,「螺鈿漆器改良試験」 『朝鮮総督府中央試験所報告 第11回』, 朝鮮総督府中

央試験所.

10 木村天紅, 1918a, 「朝鮮に於ける漆液採集試験成績（一）」 『日本漆工會雜誌』 207号; 1918b, 「朝鮮に於ける漆液採集試験成績（二）」 『日本漆工會雜誌』 209

号; 1918c, 「朝鮮に於ける漆液採集試験成績（三）」 『日本漆工會雜誌』 211号; 1918d, 「朝鮮に於ける漆液採集試験成績（四）」 『日本漆工會雜誌』 213号; 

1918e, 「朝鮮に於ける漆液採集試験成績（五）」 『日本漆工會雜誌』 217号, 日本漆工会.

11 朝鮮彙報, 1917. 7, “朝鮮の漆器業に就て”.

12 매일신보, 1917. 2. 20, “朝鮮漆工會総会”.

13 동아일보, 1940. 1. 9, “一意精進의 今日, 螺鈿漆器를 工藝化한 全成圭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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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다면 조선칠공회의 간사를 맡기 약 10년 전부터

는 나전칠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조선칠공회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

지만, 단체 결성초기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력적인 

활동을 이어나간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매월 예회를 열어 

회원 각자의 작품을 비교연구하고, 매년 봄에는 총회를 열

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 시대에 제작된 칠기에 비해 당대의 

칠기가 질이 저하된 것을 염려하여, 매년 대회를 열어 칠기

개량에 힘쓴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14 칠공회가 조직된 해

인 1917년, 9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쿄 우에노에서 

열린 화학공업박람회에는 중앙시험소가 칠기 21점, 조선칠

공회 회원이 20여 점을 출품했다15(사진 4). 기무라는 이때 

시험소의 칠공주임을 맡았고, 전성규는 칠공회 회원자격으

로 출품하여 동패를 수상하였다.16 

그 다음 해에는 경성에 동양흥업회 부속으로 나전칠

기실습소가 개설되었는데, 전성규가 소장, 기무라가 고문을 

맡았다.17 6년간의 학제로 도제 20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

었다. 개소식에 기무라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연단에 서

서 옻나무의 재배법과 실습소의 사업계획을 소개했다는 기

록18은 마치 조선과 백자를 사랑하여 조선에 거주하면서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대화했다는 아사카와 다쿠미(浅川

巧)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기무라 역시 아사카와처럼 조선

인과 매우 적극적인 교제를 나눴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성

규는 기무라와 이러한 교류를 거듭하면서 돈독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나중에 함께 다카오카로 떠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기무라 텐코의 귀국과 <조선나전사> 설립

그렇다면 기무라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 고향 다카오

카에 설립하였다는 조선나전사는 정확히 어떤 곳이었을까. 

일본에서도 그동안 조선나전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으

나, 최근 가쿠슈인대학 사료관이 구 가쿠슈인(学習院)19 역

사지리표본실로부터의 이관자료를 정리하던 중, 조선나전사

에서 제작된 칠기 한 점을 발견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비록 미술작품으로서의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작품과 함께 상자 안에 들어있던 「동양정화 

조선미술 나전칠기 안내(東洋精華朝鮮美術螺鈿漆器案内)」

와 「조선미술나전칠기보급회 취의서(朝鮮美術螺鈿漆器普及

会趣意書)」라는 제목의 설명서가 조선나전사의 전모를 파

악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사진 5). 

특히 취의서에는 조선 나전칠기의 역사, 기무라 자신

이 나전칠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 조선나전사의 소개, 

‘조선미술 나전칠기 보급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된 취지

가 차례대로 서술되어 있다. 기무라는 나전칠기의 아름다사진 4.   조선칠공회의 도쿄화학공업박람회 출품작(매일신보 1917. 9. 13).

14 매일신보, 1917. 2. 20, “漆工会, 조선칠공업의 발달을 도모함” .

15 매일신보, 1917. 9. 13, “특색있는 조선칠기, 동경화학공예박람회에 출품됨”.

16 化学工業博覧会事務所, 1918, 『化学工業博覧会報告』, 化学工業博覧会事務所, p.120.

17 매일신보, 1918. 4. 12, “螺鈿漆器実習所”.

18 매일신보, 1918. 4, 16, “螺鈿漆器実習所, 開所式의 盛況”.

19 주로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 자제가 다니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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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극찬하면서 고려청자와 함께 동양미술의 정수라고 평

가하고 있다. 그는 1915년부터 약 6년 간 조선총독부 중앙

시험소에 재직하다가 1920년 10월 고향 다카오카로 돌아오

게 되는데, 그 당시 조선의 나전기술 1인자였던 전성규 외 6

명을 동행하여 조선나전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이 취의서를 

통해 조선나전사, 정식명칭 조선노나전사가 설립된 경위와, 

전성규를 비롯한 조선 나전 장인들이 그곳으로 떠나게 된 

시기와 경위가 분명해졌다. 전성규 외에 다른 6명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김봉룡과 송주안이 이들 중에 포함되

어 있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 조선나전사에 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

에서, 설립자인 기무라가 직접 서술한 이 취의서는 가장 정

확한 자료이다. 가쿠슈인대학에서 상설 공개하고 있는 자

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근대 나전칠기 연구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이 지면을 빌어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서 

옮겨둔다. 

  

취의서

본디 칠기는 동양의 특산품으로, 특히 옻칠의 기술은 

아득히 요순시대에 시작된 매우 오래된 것인데, 오늘날

에는 수요의 범위가 전세계에 달하게 되어 동양미술공

예의 정화로서, 문화의 세상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땅히 본회의 설립을 통해

서, 미약하나마 이 일의 개발과 발전을 기획하고 도모

하는 것은 머지 않아 동양문화가 크게 떨칠 것에 충실

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의 칠공업이 그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이미 

신라시대의 관제에 칠전(漆典)을 설치하였고, 백제시대

에는 칠로 금휴개(金髹鎧, 필자주:금적색의 칠을 한 갑

옷)를 제작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각종 정교한 작품을 

제작하는 등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하

여 광휘로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전칠

기로 보면 고려 문종 때에 그 법을 전달받아 원종시대

에는 전함조성부감(鈿函造成部監)을 설치하여, 나전함 

제작의 보호장려에 왕성하게 힘쓴 일도 있었습니다. 질

적인 면에서 실로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의장도안도 풍요

롭고 아름다우며, 튼튼하면서도 우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등, 그야말로 조선미술의 정수로서 내외고금을 막

론하고 칭찬해 마지않는 것으로, 조선의 고려청자와 나

란히 동양예술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제작자의 기술의 우수한데다가, 제작상의 

깊은 고심과 주도면밀한 주의를 쏟아 헌신적으로 종사

한 결과가 틀림없다고 할 것이나, 그후 조선에서는 내우

외환이 거듭되었고, 한편 이조시대에 들어서는 불교의 

쇠퇴와 더불어 나전칠기의 업도 점점 쇠퇴하여 기술공

은 흩어졌고 큰 불운과 조우하여,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이 불과 과거의 잔영에 머무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듯한 상황으로까지 저하하고 말았습니다.(중략) 

조선총독부에서도 일찍부터 나전칠기의 부흥과 전파

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이쇼 4년(1915) 

사진 5.   「동양정화 조선미술 나전칠기 안내」와 「조선미술나전칠기보급회 취의서」(가쿠슈인대학 사료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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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5월 제가 도야마현 공업시험장에서 봉직하던 당시 

총독부의 초빙에 응하여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응용

화학부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깊이 조선의 미

술공예에 대해, 그 중 나전칠기에 관해 조사연구를 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가느다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전칠기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

인가에 관해 밤낮으로 몸을 바쳐 몰두하여, 고대의 제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아한 우아미가 있으면서도 

견실한 조선의 독특한 휴칠(髹漆)법과 자개 만드는 법

을 지키고, 조선나전칠기의 부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편 그 제품의 진가를 내지에 소개하여 현대의 광휘

로운 문화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보급선전을 도모하

여, 미력하나마 조선산업의 개발 및 조선인 직공의 계발

지도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이

쇼 9년(1920) 가을 10월 조선 일류의 기술자로서 고래

의 비법을 전승한 전성규씨 외 6명의 나전기술자를 고

향 다카오카시로 모시고 와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조

선나전사를 조직하여, 시종일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정교한 제품의 제작연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작품의 일부를 다이쇼 10년 2월부터 도쿄 미쓰

코시 오복점 및 오사카 시로키야 오복점에 출진하게 되

었는데, 매우 인기가 있어 그 수요가 매일 증가하고 있

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경성부 삼청동에 전속공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다가, 제반

의 수순이 갖춰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작업을 개시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일 사업이 

확장하는 사운의 융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무

엇인가 더 철저하게 조선미술나전칠기라는 것을 보급 

및 선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선배들 및 각 

유지 제언의 추천도 있었기에, 비천한 재능이나마 이러

한 방법으로 본회를 조직하여 책임있는 작품을 염가에 

드리고, 또 한편으로 본 제품의 이름값을 올리는 데 힘

을 다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두터운 후원에 보답할 것

을 생각할 따름입니다.(후략)20

III. ‘조선나전사’의 운영과 제작활동

1. ‘조선나전사’의 운영

이제 조선나전사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재구성해보

도록 하겠다. 취의서를 기록한 다이쇼 12년(1923) 1월의 시

점에는 기무라가 사장을, 전성규가 나전기사의 지위를 맡고 

있으며, 다카오카의 본사 이외에도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의 특약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주소가 “영업

부 다카오카시 사카시타초(高岡市坂下町), 전속공장 경성

부 삼청동(京城府三清洞)”으로 되어 있어, 다카오카에서는 

경성에서 조달한 제품을 판매하기만 했던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2년 만에 귀국한 전성규와 김봉룡과는 달

리 송주안이 1929년 경 귀국했다는 기록21과, 1930년대까

지 조선인 직공이 머물렀다는 기록22으로 미루어보면, 연도

에 대한 기록이 다소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성규가 귀

국한 후에 일부의 장인들은 다카오카에 남아서 경성과 다

카오카에서 동시에 작품을 제작하는 이원구조로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혹은 전성규가 귀국하면서 조선에

서 다른 장인을 추가로 다카오카에 보냈을 가능성도 없지

는 않으나 관련된 기록은 찾지 못했다. 한편 1922년에 전성

규가 삼청동에 ‘나전칠기 공장’을 설립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다름 아니라 이것이 다카오카의 조선나전사와 

관련된 공장일 것이라 추정된다. 전성규가 이후 “일본인 사

장은 오랫동안 다카오카에 남아 조선의 나전기술을 전수해 

20 木村天紅, 1923. 1, 「朝鮮美術螺鈿漆器普及会趣意書」, 中国故事螺鈿乱箱 부속, 가쿠슈인대학 사료관 소장, 2015. 2. 17. 실견. 

2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 근·현대나전도안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송방웅) 전승 도안-』, p.201.

22 <전통공예 다카오카칠기 협동조합> 홈페이지, ‘다카오카 칠이야기(高岡漆物語)’ 중 연표 참고, ‘1937年 朝鮮螺鈿工人が帰郷’, http://shikki.ec-net.jp/

hist2.html(2016. 3. 19.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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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우리 전통기술을 돈 몇 푼에 일본

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었다”23라고 회상한 바 있는데, 기술

의 누출을 염려해 2년여 만에 귀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기무라와 사업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셈

이다. 전성규가 독립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품 중 

일부만을 다카오카에 조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

이 가장 높다. 

『다카오카시 상품진열소 연보(高岡市商品陳列所年

報)』 1922년도판부터 1935년도판까지 매년 위탁출품인 명

부에 기무라의 이름이 올라 있다가 1936년도판부터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기무라는 1935년과 1936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사업을 정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는 기무라가 1937년 도쿄 이케우에로 이주했다는 다른 기

록과도 부합한다.24 그 외에도 『다카오카 상공안내(高岡商

工案内)』의 1927년도판에는 조선나전사의 전면광고(사진 6)

가 실려 있고, 『다카오카 상공월보(高岡商工月報)』 1926년 

2월호부터 다음해 12월호까지 매월 빠짐없이 광고가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조선나전

사는 1920년에 설립되어 1935~6년까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7).  

23 김옥환, 2012, 「一沙 김봉룡과 원주칠」 『一沙 金奉龍』(전시도록), 원주역사박물관, p.261.

24 北日本新聞社, 1994, 『富山大百科事典』 上巻, 木村天紅 항목.

사진 6.   조선나전사의 광고(『高岡商工案内』 1927).

사진 7.   1925년도판 『大日本職業別明細図』의 다카오카시 지도에서 조선나전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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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공예학교를 졸업하고, 도야마현, 후쿠시마현

을 거쳐 조선의 공업시험소에서 근무할 때까지의 기무라

는 관립 연구소에 소속된 기사, 즉 엔지니어 내지 기술자

였다. 그러나 박람회 참가나 칠공회 단체 조직의 경험을 살

려 귀향 후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기에 이르렀고, 따로 나전

기사를 고용하여 제작의 방향을 기획, 판매경로를 개척하

였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핏 칠기와는 관계

가 없어보이는 행정가나 교수까지도 포섭하여 자신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였다. 광고에 “賜皇太子殿下ご買上之光栄”이

나 “賜李王世子垠殿下御嬉納光栄” 등 일본과 조선의 왕족

도 조선나전사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내세웠으며, “技術

顧問京大教授武田工学博士”25와 같은 문구를 강조하고 있

다. 단순히 판매회사 뿐만 아니라 <조선미술나전보급회>라

고 하는 비영리적인 단체를 함께 조직한 것도 같은 맥락으

로 읽힌다. 사업이 날로 번창하자 기무라는 기세를 올려 조

선나전사를 설립한지 3년째 되는 해에, 나전칠기를 보급하

고 자신의 사업을 더 견실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단체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고문으로는 다카오카 시장과 상공회의

소 회장 및 변호사를, 기술고문으로는 도야마현립공예학교

장을 추대하고, 자신은 전성규와 함께 회장을 맡았다. 

조선나전사에서 기무라의 역할은 오늘날에 비교하면 

프로듀서나 머천다이저와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일부 제품의 

도안을 담당하고 완성된 작품을 감수했다. 그런데 전성규

를 자신과 함께 <조선미술나전보급회>의 회장의 지위에 앉

게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비록 고용주-고용자의 입장이었

지만 기무라와 전성규의 관계는 거의 대등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이들이 조선에서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었

다는 점이나 전성규가 이전부터 직접 공장을 운영하며 어

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삼청동의 공장운영 등 제작활동에 있어서 그의 의견을 확

실히 피력할 수 있던 지위였던 것 같다. 반면 전성규 이외의 

직공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발견한 어느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있어, 전성규에 대한 대우와 다른 직공들에 대한 대우

가 크게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조선나전사’의 제작활동 

그렇다면 조선나전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작품을 제작

하고 있었을까. 팜플렛 「동양정화 조선미술 나전칠기 안내」

와 『다카오카 상공안내(高岡商工案内)』 등에 실린 광고 등

을 종합하면 판매 품목으로는 장식장, 벼루, 상자, 향로, 향

합, 손님용 탁자, 화로, 소반, 담배갑, 경대, 필통, 그릇, 꽃병, 

젓가락,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기성

품 이외에 손님의 기호에 맞춰 주문제작을 받기도 하였다. 

품목으로 보면 칠기의 종류나 형태는 일본인이 사용하는 

일본식이었지만 거기에 시문한 나전의 기법과 양식은 조선

식이라는 점이 특징이었다. “취미와 실용을 겸하는”, “제작 

주장, 고급예술의 민중화! 제조에서 바로 고객으로!” 등의 

문구에서, 일반적으로 고가품에 속했던 나전칠기의 문턱

을 낮춰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물건들

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팜플렛에는 제작품의 5대 특색

으로 “소지(榡地)의 구조가 견고하고 탁월함, 나전의 색과 

광택이 매우 선명하고 화려함, 의장도안은 조선식으로 우아

함, 순정의 생칠을 사용하여 변색과 벗겨짐이 없음, 칠이 두

텁고 아름다워 고상하고 우아함”을 들고 있다. 

조선나전사의 제작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관설 전람회 출품(이하 ‘관전’으로 

약칭) 기록이다. 당시 일본에서 열렸던 공예와 관련된 관

전의 도록을 검토한 결과, 1921년부터 1934년까지 매년 관

전에 참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표 1), 특히 

1921, 1922년의 『농상무성공예전람회도록』에서는 전성규의 

이름이 등장한다. 1921년에는 기무라가 도안을 담당하고, 

전성규가 제작 및 출품했으며, 이듬해인 1922년에는 기무

라가 도안한 것을 전성규가 제작, 조선나전사의 명의로 출

품하였다. 1923년 이후부터는 도안과 제작의 구별을 하지 

25 간사이 건축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건축가 타케다 고이치(武田五一)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1920년부터 1932년까지 교토제국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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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전부 기무라의 명의로 출품하였다. 1922년 5월에 

전성규가 귀국한 이후 다른 조선인 장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무라가 직접 제작까지 

전부 도맡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기무라가 회사를 해산

한 이후 작가로 전향하기는 하지만 건칠 기법의 제작에 주

력하였던 것으로 보아 나전기법에 숙달하지는 못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도록에서 사진이 확인되는 작품은 총 4점으로, 이 중 

제10회 농전(1922) 출품작인 <나전목촌문양상자(螺鈿モク

チョン紋様乱匣)>은 가쿠슈인대학 사료관 소장의 <중국고

사나전상자(中国故事螺鈿乱箱)>(사진 8)와 마찬가지로 중

국의 『益智圖』26의 그림을 본따 만든 것이다.27 그러므로 가

쿠슈인대학 사료관의 작품 역시 기무라의 도안을 토대로 

전성규가 제작을 담당했을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촌’

이라는 문양의 이름이 기무라의 한자를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라는 점이다.28 중앙시험소 재직 당시 조선의 신

26 중국에서 1862년 개발된 탄그램의 한 종류(정사각형을 칠교판보다 더 많은 15조각으로 잘라 만들었기 때문에 십오교판설이라고도 부른다)를 가지고 만든 전 

6권의 퍼즐 문제집. 1878년 출판.

27 吉廣さやか, 2015, 「学習院大学史料館蔵 朝鮮関連螺鈿漆器三点とその時代―寺内正毅の螺鈿細工奨励から朝鮮之螺鈿社、学習院教材まで―」 『学習院

大学史料館紀要』 第21号, 学習院大学史料館, p.26.

28 이에 관해서는 가쿠슈인대학 사료관 학예원 요시히로 사야카씨와의 대화 속에서 힌트를 얻었다. 작품과 자료를 실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요시히로씨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표 1. 조선나전사와 기무라텐코의 관설 전람회 출품 기록

전람회 연도 작품명 출품지 출품자명의 판매가

第9回農展
1921 

 (大正10)
六角嵌線古代唐草螺鈿漆器香入 富山県

木村伊三次郎(案)

全成圭(作)(出)
16.50

第10回農展
1922 

 (大正11)
螺鈿モクチョン紋様乱匣 高岡市

木村伊三次郎(案) 

全成圭(作) 

朝鮮螺鈿社(出)
12.50

第11回農展
1924 

 (大正13)

螺鈿牡丹鳳凰火鉢

螺鈿十二支菓子皿

高岡市

 

木村伊三次郎
 

125
10

第12回商工展
1925 

 (大正14)
手文庫形古代唐草螺鈿莨セット 富山県 木村天紅 48.50

第13回商工展 1926 

 (昭和元年)

扇子形珍菜、会席膳

土器形武蔵の野銘々盆

富山

 
木村天紅

65
12

第14回商工展
1927 

 (昭和2)

山海の幸螺鈿二段卓

草花螺鈿莨セット

ばら螺鈿菓子鉢

唐草螺鈿天平式大卓

睡蓮螺鈿菓子器

富山 木村天紅

125
35
15

350
18.50

第18回商工展
1931 

 (昭和6)
睡蓮螺鈿菓子器 富山 木村天紅 25

第19回商工展
1932 

 (昭和7)

螺鈿睡蓮 菓子鉢

螺鈿黒猫 乱箱

富山

 

木村天紅

 
16.50
15.50

第21回商工展
1934 

 (昭和9)
星空螺鈿喰籠 富山 木村天紅 35

第5回新文展
1942 

 (昭和17)
三彩花菱文夾紵手篋 東京 木村天紅  

第6回新文展
1943 

 (昭和18)
乾漆夫婦石 東京 木村天紅  

藤井素彦, 2012, 「富山県関係者 農展·商工展出品目録（稿）」 『高岡工芸史料』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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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사에는 기무라의 본명 기무라 이산지로의 한자를 한국

식으로 읽어 한글 ‘목촌이삼차랑’이라고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장방형의 덮개가 없는 얕은 상자 형식의 이 작품은 

테두리와 바닥 부분에 나전 장식이 시문되어 있는데 실톱

을 이용한 주름질의 사용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서 구할 

수 있었던 박패(얇은 자개)가 아니라 조선의 후패(두꺼운 

자개)를 사용하고 있어 나전장식의 입체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바로 다음 회인 제11회 농전(1924)에 출품한 

작품 <나전모란봉황화로(螺鈿牡丹鳳凰火鉢)>(사진 9)부터

는 실톱을 이용한 주름질의 사용이 눈에 띈다. 관전에 출

품된 작품의 현재 행방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운

이 좋게도 조사 과정에서 이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

는 작품이 최근 한 인터넷 옥션에 <흑칠나전세공팔각화로

(黒漆塗り螺鈿細工八角火鉢)>(사진 10)라는 이름으로 출품

되어 낙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팔각의 화

로에 흑칠을 하고 마찬가지로 후패를 사용하여 모란과 봉

황의 문양을 한 면씩 번갈아가며 시문하고 있는데, 이 문양

은 실톱을 이용해 오려낸 것으로 보인다. 실톱의 등장 시점

이 전성규가 귀국한 이후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 외에 현전하는 작품으로 최근 도야마현 지방의 한 

옥션에 출품되어 낙찰된 조선나전사 제작의 <나전 카이세

키젠(螺鈿会席膳)>(20매 1조)(사진 11)이나 기무라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건칠 작품 <나전귀와모양화병(螺鈿

鬼瓦模様花瓶)>(사진 12)이 있다. 두 작품 모두 후패를 사

용하고 있다. 카이세키젠은 일본의 식생활과 관련된 것으

로, 조선이었다면 소반을 사용했을 것이다. 일본 생활양식

사진 9.   <나전모란봉황화로(螺鈿牡丹鳳凰火鉢)> 

(農商務省, 1924, 『第11回農商務省工芸展覧会図録』).

사진 10.   <흑칠나전세공팔각화로(黒漆塗り螺鈿細工八角火鉢)>라는 명칭으

로 일본 야후 옥션에 2014년 11월 30일 출품되었던 작품.  

<사진 9>와 동일한 작품으로 보인다. 

사진 8.   <중국고사나전상자(中国故事螺鈿乱箱)>와 뒷면에 붙어있는 조선나전사 상표(가쿠슈인대학 사료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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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후패를 조선식으로 세공한, 이른바 절충양식이라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실톱을 이용한 주름

질 기법이 구사되어 있다. 20매나 되는 카이세키젠에 같은 

도안의 나전을 시문하기 위해서, 한번에 같은 문양을 많이 

오려낼 수 있는 새로운 주름질이 매우 편리했을 것이다. 기

무라의 건칠화병 역시 일본전통의 건칠 제작기법 위에 조

선식으로 나전을 세공한 절충양식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시문된 문양에 응용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특

히 독특한 맛이 있는 할패 기법은 가장 인기를 끌었다”29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선중기에 유행했던 타

찰법을 이용한 것이다. 기무라는 이 기법을 조선 전통의 기

와 문양과 도깨비 문양에 응용하여 조선나전사 제작품에

도 즐겨 넣었다. 기무라가 도야마현 지방에 위탁판매한 광

고의 사진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문양을 넣은 작품들을 찾

아볼 수 있다. 

IV.   ‘조선나전사’가 한국 근대 나전칠기에 

미친 영향

1. 실톱의 도입과 주름질 기법의 혁신

1) 실톱의 발견과 도입 

전성규는 다카오카에서 금속세공용 실톱을 나전을 

오리는데 사용하는 것에 착안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금속세

공용 실톱은 미국과 독일에서 18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

작되었다.30 이것이 정확히 언제부터 일본과 한국에 도입되

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전성규가 다카오카에 가기 이전부

29 社団法人日本漆工協会, 1981, 『日本漆工(高岡漆器特集号)』, p.91.

30 Spielman, Patrick, 2002, The New Scroll Saw Handbook, Sterling Publishing Co. Inc, p.37.

사진 11.   「조선나전사 제작(朝鮮之螺鈿社作) <나전 카이세키젠(螺鈿会席膳)>」라는 명칭으로 도야마현의 한 옥션에 2014년 12월 출품되었던 작품.

사진 12.   기무라 텐코, <나전귀와모양화병(螺鈿鬼瓦模様花瓶)> 
(社団法人日本漆工協会 198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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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한국에서 이미 실톱을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앞서 설명한대로 조선나전사의 관전 출품작에서는 전성

규의 귀국을 전후로 실톱을 이용한 주름질의 흔적이 보이

기 때문에 전성규의 증언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다카오

카에서 실톱을 발견하게 된 데에는 다카오카가 동기의 산

지로 유명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원래 이 도구는 금

속 세공에서 투조(透彫)기법에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선

각(線彫)으로 오려낸 모양과 비교해서 더 화려하고 부드럽

게 나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실톱을 자개를 오릴 때 이용

하기 시작함으로써 주름질의 혁신을 가져온 것이다. 가위를 

사용해서 오릴 경우에는 유연성이 없는 자개가 부러지기 

쉬웠고, 한 장씩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실톱으로는 나전을 여러 장 아교로 겹

쳐붙인 후 옆에서 켜가며 오려내기 때문에 섬세한 곡선 표

현이 가능해지고 작업시간도 단축된다. 

그렇다면 다카오카에서는 나전작업에 실톱을 사용하

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 이에 대해 다카오카에서 현재 나전

칠기의 생산규모가 가장 큰 무사시가와 공방(武蔵川工房)

의 무사시가와 요시노리(武蔵川義則)씨로부터 다음과 같

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조선 나전칠기에 사용되는 

자개는 대략 0.3 mm에서 0.4mm 정도로 두껍기 때문에 가

위로 자르기 어려운 반면, 다카오카 및 일본에서 사용하던 

자개는 0.1mm의 얇은 박패이기 때문에 가위나 송곳, 작은 

끌(鑿刀)로도 간단히 오려낼 수 있어 굳이 실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늘날의 작업에서도 실톱을 사용하지 않

는다”31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구입했

다며 상사기(끊음질하기 위해 나전을 가늘게 썰어내는 기

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실톱은 쓰지 않는다고 했다. <전

통공예 다카오카칠기 협동조합>의 임원을 맡고 있는 다른 

장인도 “1970~80년대에 한국에 여러 번 다녀왔다. 실톱으

로 나전을 자르는 것을 신기하게 지켜봤다. 대단했지. 겨드

랑이에 계란 한 개를 끼고 그것을 떨어뜨리지도, 깨뜨리지

도 않을 정도의 힘을 주고 오려간다고 하더군”32이라고 증

언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필자는 전성규가 독자적

으로 실톱을 나전을 오리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확신

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무라의 제안을 받아 다카오카로 향

하지 않았더라면 실톱의 발견은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

고, 나전 기법의 발달 역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지 모

른다. 조선나전사의 설립이라는 선행 사실과 한국 근대 나

전칠기에서 보이는 주름질 기법의 발달이라는 결과가 비록 

인과관계에 놓여있지는 않지만, 전성규의 다카오카행으로 

인해 실톱이 나전칠기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주름질 기법이 

근대 나전칠기의 지배적인 기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주름질 기법의 발달

다카오카에서 귀국한 이들이 고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2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전성규

가 <담배상자(煙草盒)>와 <상자(手箱)>로 동상을, 김봉룡이  

<화병(花瓶)>으로 은상을 받고부터이다(사진 13).33 식민지

사진 13.   전성규(右), 김봉룡(左)의 1925년 파리 만국박람회 출품작 

(동아일보 1925. 3. 4).

31 무사시가와 공방에서 인터뷰, 2015. 2. 20. 

32 <전통공예 다카오카칠기 협동조합>에서 인터뷰, 2015. 2. 20. 

33 동아일보, 1926. 1. 17, “萬國博覽會에 入賞된 朝鮮의 美術工藝品”; 동아일보, 1927. 3. 6, “水陸萬里거처온 光彩잇는 賞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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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조선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국박람회에서 수상

했다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단

지 나전칠기가 수상했다는 내용이 일편단률적으로 인용되

고 있을 뿐, 그 박람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었는지, 다

른 출품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히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박람회의 공식명칭은 ‘현대산업 및 장식미술공예 만국

박람회(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로, 최초의 디자인 전문 박람회로 평

가되고 있다. 이전까지의 박람회와는 달리, 모든 출품작에 

대해서 전통 양식의 답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혁신적인 디

자인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람회 규칙 중 출

품에 관한 일반조건으로 “본 박람회에는 공예가, 공장, 공업

가, 모형 제작가 및 출판업자의 제작, 제출에 관한 신 도안 

및 독창적인 작품으로, 현대의 장식공예품에 속하는 것을 

출품한다. 구식의 모사, 모방 및 위작과 관련된 것은 엄격히 

배척한다.”34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귀국 후 삼청동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전성규와 

김봉룡은 관청으로부터 만국박람회 출품자로 지정된 이후 

역량을 총집결하여 표면 전면에 나전 장식이 들어가는 섬

세하고 화려한 칠기를 만들어냈다.35 일반적인 시장에서 판

매를 염두에 두고 만들던 대중적인 생활용품과, 처음부터 

만국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작한 작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실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쉬우나, 신문기사의 사

진을 통해 이들의 작품이 실톱을 이용한 주름질 기법을 적

극 구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곡선적인 당초무늬와 봉황의 

섬세한 표현이 눈에 띄며, 특히 김봉룡의 화병은 그의 추후 

작품양식을 예고하는 듯한 작품으로 20세기 전반 유럽에

서 유행하던 아르누보 스타일의 유리 화병을 나전칠기로 재

현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근대 나전칠기 중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로 넘

어가는 시기에 제작된 나전칠기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그런 가운데 현재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의 한국컬

렉션 중, 1910년 일영박람회(日英博覧会) 출품작이었던 나

전칠기 5점이 소장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36 이것들은 박람

회 시작 직전인 1908, 9년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중 한 점37(사진 14)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사용된 기

법은 대부분 끊음질이며, 따라서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느

낌이 강하다. 나전의 면을 넓게 붙일 때에는 면 안에 선각

을 많이 집어넣는 등 모조법(毛彫法)을 이용하고 있다. 사

슴이나 다람쥐의 몸체는 완만한 곡선을 잘 표현해내고 있

지만 포도알 원형의 곡선이 완벽하게 둥글지 않은 것이 눈

에 띈다. 이렇듯 1910년까지 조선후기의 양식을 그대로 이

어받아 제작되고 있던 상황에서, 1920년대 초반 실톱을 사

용한 주름질 기법으로 인해 이전까지의 나전칠기가 갖고 

있던 표현의 한계가 극복되고 매끄러운 곡선 표현이 가능

해진 것이다.

34 日本産業協会, 1926, 『巴里萬國装飾美術工芸博覧会事務報告書』, p.15.

35 동아일보, 1924. 11. 15, “三淸洞全成圭氏, 萬國美術工藝博에 라뎐칠긔를 출품하려하나 삼쳔원공비업서걱정”; 동아일보, 1925. 3. 4, “佛國巴里萬國博覽會

에 出品되는 朝鮮工藝品”; 동아일보, 1925. 3. 6, “파리박람회에 출품할 조선의 미술공예품, 조선물산계도 점차 多事”.

36 일영박람회의 조선통감부 출품과 그 행방에 관해서는, 노유니아, 2014, 「1910년 일영박람회 동양관의 한국전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8호, 한국근현대

미술사학회.

37 작품의 제목은 붙어 있지 않다. plaque. 컬렉션 넘버 1910. 11. 30. 

사진 14.   1910년 일영박람회에 출품되었던 나전칠기, 영국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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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와 김봉룡은 1932년부터 개설된 조선미술전람

회(이하 ‘조선미전’으로 약칭) 공예부에서도 두드러진 활약

을 보였다. 조선미전에 출품된 나전칠기의 비율은 공예부 

전체에서도 3분의 1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들의 활약

은 눈부셨다. 전성규는 제13회와 16회에, 김봉룡은 제13회

부터 23회까지 매회 입선하였는데, 모두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기교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이다. 분량상 전부 서술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세밀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용과 봉황의 모양, 문자의 표현, 반복되는 모란과 당초 문양

의 시문 등에서 주름질 기법의 진보가 눈에 띈다. 

실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주름질 기법은 근대 나

전칠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자리잡는다. 나

전장식은 점점 더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극단으로 치닫

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대 나전칠기는 야나기 무네요시(柳

宗悦)로 대표되는 민예운동파가 조선 백자, 목가구 등에서 

발견했던 무기교의 미와는 정반대에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

게 된다. 일제강점기 공예시장에서 이런 미의식의 수요가 

꾸준하게 있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2. 근대적 공예개념의 발아

다카오카는 지방의 작은 도시지만 파리에 거점을 두

고 일본미술을 소개했던 유명한 미술상 하야시 타다마사

(林忠正)의 고향으로, 이른 시기부터 해외박람회에 참가

하면서 공예산업의 중요성에 눈을 뜬 곳이다. 1893년 도

야마현 공예품진열장이, 1894년 10월에는 도야마현립공예

학교가 개설되는 등, 도야마현 중심지이자 일본에서도 굉

장히 이른 단계에 공예관련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평가된

다. 1913년에는 현립공업시험장이 개설되기도 했다. 전성규

와 동행한 나전 장인들은 수도였던 대도시 경성과 비교하

면 규모가 작은 지방도시로 이동한 것이지만, 칠기에 한해

서 본다면 다카오카가 경성에 비해 더 다양하고 깊은 경험

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들이 다카오카에 거주했던 당시, 

다카오카에서 칠기제작에 종사하고 있던 직공수만도 천 명

을 넘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38 

그 중에서도 전성규가 직접 무언가를 보고 배웠을 가

능성이 높은 곳은 상품진열소이다. 상품진열소는 시의 직인

들이 만든 물건을 위탁판매하는 동시에, 그들이 참고할 견

본을 전시하는 곳이었는데 당시 100점도 넘는 칠기 견본을 

일본 각지와 외국에서 수입하여 전시하고 있었다.39 또한 이

름난 칠공예가들을 초빙해 강습회를 열거나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미도리회(みどり会)라고 하는 다카오카 

칠공인들의 교류회를 조직하는 등, 칠기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전성규와 그 일행이 식민지 조

선에서 내지 일본으로 이동한 것이 다른 미술가들처럼 유

학이나 연수 등의 배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이 숙련된 상태에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었지

만, 오히려 그들이 경험하고 배운 것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

다. 공예부문의 1세대 유학생인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출신

의 임숙재와 이순석이 각각 1928년, 1931년에, 칠공과 출신

인 강창규가 1933년에 졸업한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들의 

도일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뤄진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다시 1925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기에 일본이 식민지 조선 대표로 출품한 것은 도미타 기

사쿠(富田儀作)의 고려청자 재현품 6점과 전성규, 김봉룡의 

나전칠기 3점이었다(표 2). 일본이 조선미술의 정수로 꼽았

던 고려청자와 나전칠기인 셈이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나

전칠기뿐이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바꿔말하면, 도미

타의 청자가 제아무리 고려 비색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이

라 하더라도 과거의 답습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전성

규와 김봉룡의 나전칠기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전통양식의 답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출품을 요구했던 박람회의 목적

38 富山県編, 1987, 『富山県史 7近代 統計図表』, 富山県, p.243.

39 高岡市商品陳列所, 1922, 『高岡市商品陳列所年報』, 高岡市商品陳列所,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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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실현 가능해진 것은 실톱으로 

인해 나전 표현의 가능성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미타 기사쿠의 경

우에는 그가 직접 제작자가 아니고, 회사 대표의 명의로 출

품한 것이지만 전성규와 김봉룡의 경우는 각각 제작자 본

인의 명의로 출품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자인 김봉룡이 직

접 자신의 명의로 출품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근대적인 공예가 개념이 싹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닐까. 이들은 이미 다카오카 체류시에 일본의 농상무

성공예전람회와 상공성공예전람회 등에 참가한 경험이 있

다. 조선미전에 공예부가 개설된 것은 1932년의 일이므로, 

그들은 다른 공예가들보다 7년 이상 이른 시점에 파리 만

국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전 

참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2년 이상 더 빨리 공예분야의 

공모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미전에 공예부가 개

설되고 수년이 지나서야 공예와 공예가라는 용어가 정립됐

던 것울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공

예, 공예가의 개념을 인식하고 실천한 것은 다카오카에 갔

었던 이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나전사와 기무라 텐코와 전성규의 사례

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조선 칠공예

계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성규의 다카오카 체류 경

험이 한국 근대 나전칠기에 끼친 영향은 주름질 기법의 발

달이라는 양식적인 변화에서 보나 공예가로서의 의식이 형

성되는 측면에서 보나 매우 크다. 

그동안 일제시기의 공예사는 조선으로 건너왔던 일

본인 공예가와 연구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

다. 조선고적조사에서 발굴된 낙랑칠기로 인해 일본 공예

계에서 불었던 복고 유행, 조선의 공예에서 자극을 받았던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 운동, 기타오지 로산진(北大路魯

山人) 등 도예가들의 가마와 재료가 되는 흙에 대한 조사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같은 시기

의 회화와 조각 분야에서의 영향관계와는 상반되게, 일본

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선의 전통공예를 연구하여 자신

들의 창작활동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런데 이들 일본인의 활동은 인적교류라기보다는 조선의 옛 

물건과 전통공예, 특히 도자를 매개로 한 자기학습에 가

표 2. 1925년 파리 만국박람회 조선 출품 목록

번호(No.) 분류(Classe) 작품명 출품자명

No.858 Cl.11 Assiette à gâteaux Tomita Gisaku

No.859 Cl.11 Vase à fleurs en faïence Tomita Gisaku

No.860 Cl.11 Assiette à gâteaux Tomita Gisaku

No.861 Cl.21 Sac à main en jonc Tomita Gisaku

No.862 Cl.21 Sac à main en jonc Tomita Gisaku

No.863 Cl.21 Sac à main en jonc Tomita Gisaku

No.902 Cl.11 Vase à fleurs en faïence Kin Horyu

No.903 Cl.8 Boîte à cigarettes en laque Zen Seikei

No.948 Cl.8 Coffret en laque Zen Seikei

 *   CORÉE(Chosen)의 전시는 일본 섹션에 포함되었으며 그랑 빨레(Grand Palais)의 1층에 진열되었다. Kin Horyu와 Zen Seikei는 김봉룡과 전성규의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

**   Cl.8 목제, 가죽 예술 및 산업(Art et Industrie du Bois et du Cuir), Cl.11 도자 예술 및 산업(Art et Industrie de la Céramique), Cl.21 의류 악세서리

(Accessoires du vêtement). 
Commissariat général de la section japonaise, 1925, Catalogue Illustré de la Section Japonaise à l‘ 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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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웠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으로 갔던 조선인 칠

공예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근대 나전칠기 창작활동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제강점

기 공예사가 서술되어 왔던 일방적인 흐름에 가까운 관점

과는 다른, 인적교류를 통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의 

시각을 제공한다. 

조선나전사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

지만, 기무라가 다카오카뿐 아니라 일본의 각지에서 판매

활동을 벌였던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조선나전사 제작품

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조선나전사가 다카오카칠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볼 문제이다. 현재 다카오카시 미술관은 기무라가 귀국

하면서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되는 이왕직 미술품제작소의 

나전칠기를 소장하고 있다. 한편 다카오카칠기 관련 서적에 

실린 다카오카칠기의 계보에는 기무라 텐코와 ‘조선인 직

공’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는 다른 공

방의 계보와는 달리 기무라는 후대를 양성하지 않아 ‘조선

인 직공’에서 계보의 대가 끊긴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

만 오늘날의 다카오카 나전칠기에는 한국 나전칠기의 영향

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칠기의 장

식기법 중에서 오로지 나전기법만을 사용하는 나전칠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결코 조선나전사와 무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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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known that Sung-gyu Jeon and several other Korean art isans were invited to “Joseon-Najeon 

Company” of Kimura Tenko in Takaoka, Japan to teach the skills of making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

pearl, however these artisans discovered a new tool called  fretsaw during the visit, which can easily cut nacre. 

The introduction of fretsaw in the 1920s in Korea innovated the Jureumjil(filing) technique and dramatically 

changed the style of modern Korean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the case of Sung-gyu Jeon, Kimura Tenko and “Joseon-Najeon Company”. I 

will also examine why and how the Korean lacquerware artisans went to “Joseon-Najeon Company” in Takaoka 

and exactly what they did there. This analysis will help in discovering how the Korean artisans’ experience in 

Takaoka affected their works after they came back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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