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December 2019, pp.206~225.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유리거울을 서양경(西洋鏡), 양경(洋鏡), 파리경(玻璃鏡), 파려경(玻瓈鏡), 석경(石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고, 이를 경험하고 느꼈던 당시의 상황과 교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청·러시아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유리거울이 수입되었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등 18세기에 들

어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신문물로 확인되었다. 19세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으로 더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일본과의 교역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18~19세기의 유리거울은 개인이 용모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용도에서 벗어

나 상업적인 용도로까지 폭넓게 활용되었다. 당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에 관한 시각적 충격과 

경험들을 글로 남겼고, 유리거울에 대한 유용함은 조선의 소비 욕구로 이어져 유리거울의 수입을 자극하였다.  

이로 인해 18세기 이후 유리거울은 조선의 청동거울을 빠르게 대체하였고 유리거울을 이용한 새로운 공예

품들이 제작 및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실내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으로 일체식 유리경갑(一體式 琉璃鏡匣)

을 개발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빗접과 함께 이용해 편리하였다. 당시 경갑의 인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를 비롯해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기형으로 볼 수 있는 경대(鏡臺)

도 조선에서 많이 제작했는데 서랍 개수와 크기, 상자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한 여러 형태의 경대를 살필 수 있다. 

또한 휴대용의 작은 면경도 조선만의 미감으로 표현한 길상 문양, 장식 기법을 통해 품격 있는 공예품들로 제작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도 유리거울을 수입했지만 19세기 말 이후에는 일본식의 공예품

들이 성행하였다. 일본 명치~대정시대에 유행했던 유리경대가 수입되었고 대형의 유리거울을 이용한 공예품들이 사용되

었다.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경병의 경우 응접실처럼 큰 공간에 진설하거나 연회를 위해 중국·일본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서

양식으로 거울을 벽에 걸거나 부착해 공간의 밝기를 조절하고 외부의 풍경을 들여와 실내를 장식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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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유리거울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생활용품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금

속제 거울인 동경(銅鏡), 즉 청동거울을 사용해왔었다. 천

년이 넘게 줄곧 이용해왔던 청동거울은 유리거울에 밀려 

일상 생활용품으로서의 기능을 순식간에 상실하였다.1 이

는 여러모로 단점이 많았기 때문인데 깨질 위험은 유리거

울에 비해 물론 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연 그대로의 색상을 사실적이고 반영구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동거울의 경우, 

공기와 만나면 빨리 변색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

기 위해 주기적으로 거울면을 닦아주거나 평상시 항상 덮

어두는 등 여러 가지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다.2 

두 거울의 차이점은 18세기 일본 지식인이 남긴 글

에서도 살필 수 있다. 고토리슌(後藤梨春, 1696~1771)은 

『홍모담(紅毛談)』에서 “유리거울은 크고 작다. 우리의 청

동기 종류와 유사하지만 계속해서 광채를 갖는다”라고 하

였다.3 유리거울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될 수 있고 오랜 기

간 닦지 않아도 사물을 밝게 비춰 청동거울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청동거울의 경우 주로 원형(圓形)

으로 크기가 한정적이었던 반면, 유리거울은 형태와 크기

를 달리해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항상 비치해두고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비춰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리거울은 청동거울을 빠르게 대체하였고 새로운 

서구식의 신문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유리거울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유

입 및 교역되었고 당시 이 진기한 생활용품을 어떻게 인

식하고 반응했을까가 궁금해진다. 먼저 문헌에서 이를 

살피기 위해 유리거울에 대한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 유

리거울을 지칭했던 용어와 함께 조선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리거울이 

언제부터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어떻게 교역되었는지 그 

전개 상황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현

존하는 유물들을 검토해 유리거울을 이용해 만든 공예품

의 종류와 특징을 함께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거울에 관한 연구는 동경(銅鏡)에 집중해 있어 아직까지 

국내 유리거울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리거울과 관련한 공예품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 개항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문물

과 그 문화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유리거울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반응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리거울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

험하였다. 직접 실견하거나 관찰을 통해 또는 주변인이

나 서적을 통해 알아가는 간접적인 방법들이 이용되었다. 

당시 낯설고 기이한 물건이었던 유리거울을 경험한 후 그 

특징과 내용을 시, 산문, 보고서 등 다양한 형식의 글로 남

겼다. 이러한 기록들은 유리거울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반응을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유리거울은 문헌에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지금까

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용어로 크게 정리해볼 수 

있는데, 먼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규장각의 검서관(檢

書官)이었던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서양경(西洋

鏡), 즉 서양거울이라는 뜻으로 유리거울을 나타냈다. “서

양경이 희어서 눈동자에 현기증이 난다”는 내용을 볼 수 

1 청동거울은 특수한 용도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불교 의례용구로 제작 및 수입했던 예들이 남아 있고, 민간 토착신앙에서도 명도(명두), 울쇠 같은 거울

을 주술적인 용도로 제작하였다(박진경, 2017, 「准提 修行儀軌와 儀式具로 제작된 銅鏡」 『불교미술사학』 vol.24, pp.147~174; 최승빈, 2018, 「한국 무속 명도

의 기원과 전승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정숙, 2010, 『韓·日 銅鏡文化의 샤머니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고대에는 숫돌로 닦은 다음 쇳가루와 기름으로 청동거울을 문질러 다시 비치게 했는데 집으로 다니면서 거울을 닦는 摩鏡 職人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이난영, 

2003, 『고려경 연구』, 신유, p.12.

3 後藤梨春 外, 1979, 『紅毛談·蘭說弁惑』, 東京:恒和出版,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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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리판 위에 수은을 입혀 빛나는 유리거울의 시각

적 특징을 운문에 활용한 예이다.4 이덕무는 실제 연경(燕

京)으로 사행을 다녀왔었던 경험이 있고 신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신분으로 서양의 유리거울을 직접 보거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양경은 서양파려경(西洋玻瓈

鏡), 양경(洋鏡)으로도 불렀는데, 이런 용어들은 모두 서

양에서 온 거울을 가리켜 거울의 제작지 혹은 양식에 초

점을 맞춰 붙인 명칭들이었다.5 특히 양경(洋鏡)의 경우 

『각사등록(各司謄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19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어 시대에 따라 

즐겨 썼던 용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양의 유리거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선에 전해

졌겠지만 뜻하지 않게 조선에 정박한 서양의 이국선(異

國船)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네덜란드인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는 천리경(千里鏡), 은전(銀錢) 

등 서양의 기물이 가득했는데 그 중 석경(石鏡)을 주요 물

품으로 언급해 눈길을 끈다.6 석경은 돌로 만든 거울을 뜻

하며 문헌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는 용어 중 하나이다. 

이덕무의 또 다른 기록인 영조 51년(1775) 『사소절(士小

節)』에는 부녀자처럼 거울을 손에 떼지 않고 곱게 꾸미려 

하는 남성을 꾸짖으며 “근래에는 석경(石鏡)이 성행하고 

동경(銅鏡)은 드물다”라는 언급을 볼 수 있다.7 즉 청동거

울이 드물게 제작된 반면 근래에 들어와 석경이 유행한다

는 것이다. 거울의 역사상 당시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에서도 유리거울이 성행했던 상황으로 조선에서도 18세

기에는 성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유리거울을 포함한 서양의 신문물은 당시 조선보다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명말청초였던 

가정(嘉靖) 36년(1557) 오문(澳門), 즉 마카오 지역을 포

르투갈 상인에게 합법적으로 개방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중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후 1685년 청(淸)이 해금

령을 풀고 사해관(四海關)을 개설하면서 광둥(廣東) 지역

이 서양과의 교역을 거의 독점하였다. 특히 1757년 광저

우(廣州) 항구로 대외무역이 제한되자 이곳에 와서 무역

하는 서양 선박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8 결국 아편전쟁

이 일어날 때까지 수백년간 광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

한 양의 상품들이 교역되었다. 1751년 『오문기략(澳門紀

略)』에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삽화와 함께 기록했는

데 서양으로부터 전해졌을 법한 거울의 내용이 담겨져 있

다.9 몸 전체를 비춰보는 큰 거울인 천인경(千人鏡), 불을 

내기 위한 화자경(火字鏡), 반사해 비춰보는 조자경(照子

鏡) 등 여러 종류의 거울들이 언급되었다. 

청(淸)의 18세기는 강희, 옹정, 건륭제의 후원 아래 

서양의 예술과 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때로 서양의 문

물을 배우려는 태도와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 이 과정

에서 유럽의 교황청·예수회를 중심으로 값비싼 조공품들

4 李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十 雅亭遺稿二 素玩亭, 冬夜小集. “…西洋鏡白眸開眩. 南國鍋紅胃鎭饞. 園月飛窺寒卧屋. 橋霜鳴送曉歸衫. 淋漓得意今宵酒. 記取深盃硯

北銜”. 

5 成海應(1760∼1839), 『硏經齋全集』 「外集」 66卷 雜綴類 燕中雜錄 器玩. “서양유리경, 반드시 수은과 주석을 배면에 붙인 후 비추는 물건이 될 수 있다(西洋玻瓈

鏡. 必以水銀和錫. 貼背面然後能照物”). 

6 『日省錄』, 정조 21년(1797) 9월 10일. “…其鼻高眼碧近似西洋國人而且見渠輩所持物貨之出示者卽石鏡琉璃甁千里鏡無孔銀錢而俱是西洋物貨….” 丁若鏞

(1762~1836)의 『與猶堂全書』에서는 일본 나가사키에 가려다 표류된 紅毛蕃人으로 언급해 참고가 된다. 

7 李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二十七 士小節 上. “鏡鑑也. 說文取影之器. 軒轅內傳. 帝會王母. 鑄鏡十二隨日用之. 此鏡之始. 或云唐堯臣尹壽. 始鑄. 嘔哇吐也. 鏡冶銅

爲之. 圓方不一. 加藥磨拭. 明足見形. 近來石鏡盛行. 銅鏡罕有.” 『靑莊館全書』는 이덕무가 죽은 후 그의 아들 李光葵가 아버지의 遺稿 전부를 망라해 편찬한 것으

로 『士小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8 박기수, 1998, 「淸代 廣東의 對外貿易과 廣東商人」 『明淸史硏究』 第9輯, pp.55~110; 이경규, 2011, 「明代 마카오의 海上貿易과 東西文化의 교류」 『인문과학연

구』 제15집, pp.123~140.  

9 印光任 著, 張汝霖 編, 『澳門紀略』 卷2 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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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 황실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도 여러 국가에서 보낸 

유리거울이 포함되었다. 1712년 교황청이 보낸 여러 물

품 중 베네치아에서 제작한 유리거울이 선교사들과 함께 

전해졌던 기록을 볼 수 있다.10 16세기 초부터 유리거울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베네치아의 상품이 중국에 전해진 

것이다.11 기록에 따르면 금동(金銅) 테두리를 두른 두 점

의 거울이 한 상자에 담겼는데 문헌과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당시의 양식을 모방한 듯 금속 테두리와 유리조

각으로 꾸민 예가 있어 참고가 된다(사진 1). 

이러한 청의 상황은 해마다 연경으로 사신을 보내왔

던 조선 역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1795년 동지사 서장관 

심흥영(沈興永)이 연경에 다녀와 조정에 올린 서면보고에

도 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다. 네덜란드를 뜻하는 

하란(荷蘭)의 사신 두 명이 건륭제의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24종의 진귀한 공물을 바쳤는데 대파리경(大玻璃鏡), 

화파리벽경(花玻璃壁鏡)이 그들이 바친 단자(單子)에 포함

해있다.12 여기서 파리(玻璃)는 유리를 뜻하는 것으로, 크기

가 큰 유리거울과 꽃으로 장식해 벽에 걸어 사용하는 두 점

의 거울을 건륭에게 선물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양에서는 

금동 테두리 위에 우아한 곡선형의 잎사귀와 꽃들로 화려

하게 장식한 거울들이 성행하였다. 북경 고궁박물원의 소

장품에서도 이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전체 크기가 100

㎝에 달하는 대형의 벽경(壁鏡)을 볼 수 있다(사진 2).13 광

저우나 영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중국에 전

해졌던 서양의 영향과 유행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베네치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

드를 중심으로 제작한 유리거울이 활발히 전래되었다.14

프랑스 왕실 유리 공방에 소속된 자들이 후원했던 호위

함 앙피트리테(Amphitrite)가 1699년 중국 광저우에 도

착했고,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였던 조아킴 부베(Joachim 

Bouvet, 白晉 1656~1730)가 중국의 수출품으로 장려하는 

등 프랑스에서 제작한 거울들도 중국에 전해졌다(사진 

3).15 또한 18세기 후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소개한 중

국의 화보집에도 모직물, 부드러운 견직물 등과 함께 영

10 吴琼, 2018, 「明清时期镜子的流变与社会生活」 天津: 南开大学 中国史 硕士學位論文, pp.93-95.

11 16세기부터 베네치아는 안정화된 투명유리를 바탕으로 주석과 수은의 혼합금속물인 아말감을 이용해 유리거울을 생산하였다. 이로 인해 납합금을 적용했던 이

전의 것보다 더 높은 반사율과 영구성을 갖춰 당시 유리거울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였다(Pendergrast, 2003, Mirror: A History of the Human 

Love Affair with Reflection, New York: Basic Books, pp.118~120).

12 『正祖實錄』, 정조 19년(1795) 윤2월 22일. “使臣名德勝, 大班名范囉囕, 而取見其進貢物件單子…大玻璃鏡一對, 花玻璃璧鏡一對...凡諸國之中, 緬甸、西洋荷蘭, 

以程道最遠, 貢期無定. 荷蘭曾於康熙六十年來貢, 今又以六十年稱慶而來云”. 

13 뒷면에 ‘W Honard London 5414’가 새겨진 작은 시계가 유리거울과 함께 있다(關雪玲, 2009, 『日昇月恒:故宮博物院藏淸代鐘表』, 北京:紫禁城出版社, 

pp.80~81).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식물의 테두리 장식과 영국산 소형 시계를 이용해 중국 광저우나 영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14 유럽은 경쟁적으로 베네치아의 상품을 모방하고 그곳의 장인들을 자국으로 이주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베네치아의 제작기술은 유럽의 각국으로 확산

되었는데, 특히 프랑스는 왕실에서 힘쓴 결과 1665년 8월 왕실유리거울제작소(Manufacture royale de glaces de miroirs)를 설립할 수 있었고, 영국

도 비슷한 시기에 버킹엄 공작(Duke of Buckingham)이 복스홀(Vauxhall)에 공장을 세우면서 가속화되었다(Ramsey, L. G. G., 1968, The Complete 

Encyclopedia of Antiques, New York: Hawthorn Books, Inc, p.252, 620.

15 故宮博物院 外, 1987, 『淸代廣東貢品』, 香港: 香港中文大學文物館, pp.10~19.

사진 1   琉璃鏡 , 淸 1 8 세기 , 너비 

15.9㎝, 높이 22.2㎝, C&C 

Bruckner Collection.

사진 2   琉璃壁鏡, 淸 乾隆朝(1736~ 

1795), 길이 100.0㎝, 너비 

64.0㎝, 중국 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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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표 상품으로 유리거울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17

세기부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생산

된 거울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본격화했고 18세기를 중심

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었다.16 

이처럼 청의 연경은 새로운 문물이 신속히 유입되었

던 곳으로 당시의 문화적 흐름과 유행을 파악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조선도 대규모의 사신단을 꾸려 주기적으로 

연경을 방문했는데, 특히 18~19세기 연경의 중심 시장이었

던 유리창(琉璃廠)을 방문해 조선인들이 경험했던 유리거

울과 상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官貨房에 들어가 보니 기이한 보화들이 그 안에 가득한

데… 형형색색 그 종류가 수없이 많다… 좌우에 각각 큰 석경

이 걸려 있는데, 그 크기가 벽과 가지런하다.”17

“가게마다 한 길이 넘는 거울을 맨 가운데에 걸었으니 앞에 

벌인 것과 마주 대하여 있는 가게와 지나는 사람이 형형색색으

로 다 비치니 눈이 황홀하여 이루 볼 수가 없으며, 여기를 지나 

유리창에 닿도록 가게가 끊인 곳이 없고 쌓인 물화들의 이름을 

그려낼 방도가 없더라.”18

“이른바 거울 가게를 처음 들어가 보면 놀라서 어리둥절해

집니다. 대개 갖가지 모양의 거울이 그 수를 알 수 없이 많았습

니다. 끈에 달려 있는 것이 벽 사이에 죽 매달려 있기도 하고, 

받침대가 있는 것이 탁자 위에 진열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큰 것은 3, 4척, 작은 것은 4, 5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안

에 앉아 있으면 마치 수백 개의 분신이 벽의 창문을 따라 서로 

번갈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너무나 번쩍거리고 황홀하여 정신

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19 

이와 같은 기록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유리거울을 만

났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준다. 유리거울의 크

기는 큰 것이 대략 3~4척 즉 100~135㎝, 작은 것은 3~4촌 

13~16㎝ 정도로 볼 수 있다. 마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의 ‘거울의 방’을 연상시키는 듯 벽 크기만 한 거울을 상점

의 좌우 또는 중앙에 설치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물

건과 사람들이 거울에 그대로 비침으로써 공간과 진열품

이 더 크고 더 많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상상해볼 수 있

다. 또한 상점마다 끊이지 않고 연결된 느낌을 주었는데, 

이 효과는 마치 오늘날 쇼핑 번화가의 상점 내·외부를 유

리거울로 연출한 광경을 연상시킨다. 한편 이 외에도 성

당이었던 천주당(天主堂) 뜰 북쪽에 위치한 건물 내부의 

네 벽에도 큰 거울이 걸려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20 이로 

볼 때 18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상업적 혹은 종교적으로 

사용했던 건축물의 내부 공간까지도 유리거울을 적극적

16 Nancy Berliner, 2010, The emperor's private paradise : treasures from the Forbidden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175.

17 朴思浩, 『心田稿』 卷2 「留館雜錄」 官貨房. “花草鋪邊有一室. 扁曰官貨房. 入其室. 異寶奇貨. 盈溢于中...左右各懸大石鏡. 其大恰與▣壁齊室”. 

18 徐有聞, 『戊午燕行錄』 第2卷, 정조 22년(1798) 12월 22일. 

19 金景善, 『燕轅直指』卷3 「留館錄」上 壬辰年(1832) 12月 22日 琉璃廠記. “其所謂鑑鋪. 始入門. 驚怪失色. 蓋各㨾諸鏡. 不知其數. 或有提紐者. 周懸于壁間. 或有屛

架者. 列陳于卓上. 大者三四尺. 小者四五寸. 人坐其中. 有若千百分身. 從壁牖而迭相窺望者然. 閃怪怳惚. 不能定神云”.  

20 金景善, 『燕轅直指』卷3 「留館錄」上 壬辰年(1832) 12月 26日. “而聞此閣亦稱天主堂…庭北有一帶長屋. 屋頗軒敞. 以文木沈香紫檀. 雕鏤爲飾. 床卓器物. 皆奇妙. 

往往安純金佛. 小如兒拳. 或如栗子. 自其本國造來. 而年前東隷偸其一佛. 故見我人. 甚苦下輩之隨入云. 四壁環掛大鏡”.  

사진 3 琉璃手鏡, 프랑스 18세기, 길이 32.0㎝, 너비 10.0㎝, 중국 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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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해 사용할 정도로 확대되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도시 광경은 연경을 방문했던 조선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유리거울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 

특히 개인적으로 외관을 정리하고 용모를 확인하는 기본

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상점이나 종교 건축물에도 유리거

울을 활용해 공간을 다채롭게 연출한 모습은 시각적 충격

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청동거울은 

적절한 보관을 위해 경갑(鏡匣)이나 경렴(鏡奩)에 넣어두

고 사용할 때만 꺼내 보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점

의 유리거울은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

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Ⅲ.   조선시대 유리거울의  
유입과 교역 

 

1. 청·러시아와의 교역

이러한 시각적 충격들과 신기한 경험들, 그리고 유

리거울에 대한 유용함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소비 욕구로 

이어져 유리거울의 수입을 자극했을 것이다. 유리거울은 

당시 상당히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었다. 이헌경(李

獻慶, 1719~1791)은 대접만 한 크기로 제작한 소형의 유

리거울을 보고 사치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물건으로 인

식해 자녀교육상 집에 두지 않게 하거나21 정약용(丁若鏞, 

1762~1836)이 서울에 머물면서 해당 지방관청의 사무를 

대행했던 경저리(京邸吏)가 자신의 품삯을 높이기 위해 

지방관에게 진기한 물건인 유리거울을 뇌물로 사용했다

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22 

이른 시기의 유리거울은 특히 청과의 교역을 통해 

조선에 건너왔을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양국의 공무역이 1627년 정묘호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7세기 대청 교역을 통해 조선은 농우(農牛), 농기(農器), 

식염(食鹽), 목면(木綿), 포(布), 백지(白紙), 여구(犂口), 

부자(釜子) 등을 수출했고, 반면 청으로부터 유리거울인 

석경(石鏡)을 비롯해 청포(靑布), 양초서피(羊貂鼠皮), 청

서미(靑鼠尾), 황황미(黃獚尾), 모단(毛緞), 전도(剪刀) 등

의 물화(物貨)를 수입하였다.23 이후 두만강 유역의 회령·

경원의 북관개시(北關開市), 압록강 유역의 중강·심양(瀋

陽) 등의 책문후시(柵門後市)를 통해 교역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24 이러한 상황은 양국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

지는 18~19세기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 조선에서는 유

리거울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25 

18~19세기 연행록에는 특히 석경에 관한 자료를 많

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유리거울의 제작국과 함께 당

시의 교역 상황을 언급한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778년 『연행기사(燕行記事)』에 따르면 “大鼻韃子는 곧 

鄂羅斯인데, 蒙古의 別種으로 나라가 사막 바깥 지극히 

먼 땅에 있다. 대비달자의 물산은 石鏡과 皮物이 더욱 좋

다”고 하거나26 1765~1766年 『담헌서외집(湛軒書外集)』에

는 “大鼻㺚子는 곧 鄂羅斯니, 몽고의 別種이다. 그 사람들

은 모두 코가 크며 흉악하고 사납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21 李獻慶, 『艮翁先生文集』卷24 附錄 聞見錄.

22 丁若鏞(1762~1836), 『經世遺表』 卷7 地官修制 田制 七. “旣得其諾, 又出貫錢, 去買奇物, 鄂羅之鏡, 罽賓之氈, 名香ㆍ寶珠, 釵釧ㆍ環珮, 文錦ㆍ異綺, 束之爲幣, 往

至本縣. 十分其率, 以其七獻于令, 以其二贈權吏, 以其一贈首鄕”. 

23 李弘斗, 1998, 「17세기 對淸交易에 관한 연구」 『國史館論叢』 第81輯, p.97.  

24 洪良浩(1724∼1802), 『耳溪集』 耳溪外集 卷12 北塞記畧 交市雜錄. “每歲十一二月. 與淸人交市. 初設於會寧. 謂之單市. 間年並設於慶源. 謂之雙市. 南北關列邑. 

皆以牛鍫鹽海蔘等物入市. 淸差領商胡而來. 以鹿皮靑布二物交換. 北評事爲監市御史. 以守令定差員. 設宴享鷄猪魚果. 列邑供之. 瀋陽, 烏喇, 寧古塔, 鄯城, 後春商

胡. 持㺚馬來. 多至千餘匹. 我人以牛易之. 駿者或以五六頭換一匹. 物產. 惟以羊, 貂, 鼠皮, 靑鼠尾, 黃獷尾, 毛緞, 石鏡, 剪刀, 針等物. 爲貨. 市鹽, 米. 牛則或還賣於

後春. 換銀而去. 蓋後春產銀. 色品勝端川云”.

25 이철성, 2010,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韓國實學硏究』 20, p.35.

26 李 , 1777, 『燕行記事』 聞見雜記(下) 雜記. “大鼻㺚子. 卽鄂羅斯. 蒙古之別種. 國在於沙漠外絶遠之地... 而大鼻㺚子物產之石鏡皮物尤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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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비달자라고 부른다. 그 땅에서는 鼠皮과 石鏡이 산

출된다. 우리나라가 연경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 모두 이

런 것들이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27 이 외에도 언급

한 기록이 많은데 여기서 대비달자, 악라사는 아라사(阿

羅斯), 아라시(俄羅嘶)로도 표기하는 러시아를 뜻했다. 문

헌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는 해마다 청으로 상인을 보냈는

데 중국과 통상은 했지만 신하 노릇을 하지 않고 북경 옥

하관(玉河館) 곁에 머물며 조공이라기보다 교역의 이익

을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고 조선인들은 이해하였다.28 

결국 석경은 청나라 연경 시장에서 구입한 러시아

산 유리거울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석

경은 어리쇠(於里衰) 또는 어르쇠라고도 했는데 그 이유

는 악라사의 중국 발음 워루어스(於羅澌)에 따른 것으로 

모두 러시아에서 생산한 아주 두꺼운 유리를 말했다.29 러

시아가 당시 국제시장이었던 연경에서 유리거울을 팔았

고, 그 거울을 조선이 거래했던 것이다. 이는 1683년 네르

친스크 조약 이후 공식화된 청과 러시아의 무역관계가 북

경을 매개로 하여 조선과 연결되는 무역 루트를 보여주는 

것이다.30 청과 러시아의 유리거울 교역도 조약 이후인 17

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실제 강희(康熙) 15년

(1676) 러시아가 조공품으로 유리거울을 청에 보냈던 기

록이 남아 있다.31 러시아도 다른 유럽국들처럼 18세기 초

부터 유리거울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었던 상황이었다

(사진 4).32 유리거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청과 조

선의 경우, 당시 필요로 했을 거울의 수요량을 감안해본

다면 러시아산 유리거울이 북경을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조선 역시 유리거울인 석경

을 비롯해 가죽, 융단과 같은 러시아 문물들과 접촉했으

며, 문헌에서 보듯 거울의 품질을 좋다고 하거나 가장 좋

다고 평해 상품의 질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2. 일본과의 교역

17세기 이래로 청·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유리거울

을 수입했지만 19세기에 들어와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유

리거울은 거래되고 있었다. 유리거울을 사용했던 당시의 

일본 상황은 일본을 방문했던 수신사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877년 김기수(金綺秀)의 『일동기유(日東記

游)』에 “거울은 옛날에 있던 烏匣鏡이란 것을 지금은 볼 

수가 없었다. 坐鏡과 懸鏡도 모두 서양의 製法을 따라 만

들었으나 오직 銅鏡만은 옛날 제도가 남아 있었다”고 하

27 洪大容, 『湛軒書外集』 卷7 「燕記」 藩夷殊俗 22日(1765~1766). “大鼻㺚子者. 卽鄂羅斯…地出鼠皮及石鏡. 我國所貿于燕市者是也”; 朴思浩, 1828, 『心田稿』 卷2, 留館

雜錄 鄂羅斯館記. “按鄂羅斯. 亦名大鼻㺚子國. 在黑龍江北. 與中國通商旅. 不臣不貢…石鏡出其地者品佳”. 

28 未詳, 『薊山紀程』 卷5 附錄 胡藩. “鄂羅斯. 亦名大鼻㺚子國. 在黑龍江北. 與中國通. 商旅歲至. 館在王河館之傍...石鏡出其地者最佳”; 金景善, 『燕轅直指』卷3 「留館錄」上 

壬辰年(1832) 12月 26日 鄂羅斯館記. “鄂羅斯. 或稱阿羅斯. 或稱俄羅嘶…然燕市所買石鏡及鼠皮. 多其國所產. 然則其來通. 似爲交易之利也”; 徐有聞, 『戊午燕行錄』 

第2卷 己未年(1799) 2月 6日.

29 未詳, 『赴燕日記』 「往還日記」 癸巳年(1828) 六月 二十五日. “俄儸斯是華音於羅凘也. 我東所云石鏡於里衰者. 必是俄羅斯所產. 極厚琉璃. 而以訛傳訛而然”. 

30 김문식, 2008, 「조선후기 지식인의 러시아 이해」 『한국실학연구』 no.16, pp.349~378; 강명관, 2015,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휴머니스트, pp.156~157.

31 淸 何秋濤의 『朔方備乘』에서 ‘俄羅斯康熙十五年來貢玻璃鏡’을 볼 수 있다(吳曉筠, 2015, 「乾隆皇帝的鏡子-關於鑑賞, 典藏與使用的選擇」 『皇帝的鏡子: 清宮鏡鑑文化

與典藏』,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pp.288~301). 

32 Julia Chadaga, 2010, ‘No Mere Reflection: Mirrors as Windows on Russian Culture’, Studies in 20th & 21st Century Literature vol.34, no.2, 

pp.170~175.

사진 4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의 琉璃鏡, 러시아 1750~1760년, 길이 

73.0㎝, 러시아 국립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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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3 즉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동경과 보관함이었던 경

갑은 찾기 어렵고, 바닥에 놓고 보거나 벽에 매달아 보는 

대부분의 거울이 서양 기법으로 제작한 유리거울이었다. 

1881년 이헌영(李釒宀丰罒心永)이 일본으로부터 귀국해 남긴 기

록에도 이러한 인상을 충분히 전해준다. 귀국을 위해 올

라탄 배 안의 선실이 침대, 침구, 신체를 비출 수 있는 거

울들로 사치스럽다고 하였다.34 당시 얼굴뿐 아니라 몸 전

체를 볼 수 있는 대형 거울이 여객선에 비치되었을 만큼 

보급화되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일본이 유리거울을 조선으로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18세기 중반 이전까지 유리거울을 교역

했던 상황은 찾기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역시 금속제 거울인 동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제 동경은 동아시아에서 선

풍적인 인기를 끌어 조선뿐 아니라 청에도 수출하고 있었

던 상황이었다.35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17~18세기 성행했

던 일본계 동경이 전해지며 조선시대 유적에서도 꾸준히 

출토되고 있는 양상이다(사진 5). 18세기 후반에 들어오

면 일본에서도 동경은 신사(神社)의 봉납경(奉納鏡), 혼

례품 같은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었고 점차 유리거울을 사

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경의 생산과 교역은 쇠퇴하게 되

었다.36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후반 이후의 일

본계 동경은 찾기가 어렵다.

18세기 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고가의 수입품이었던 

유리거울을 모방한 상품이 일시적으로 유행하였다. 18세

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종이 위에 수은을 적

용한 후 그 종이를 유리에 붙여 만든 거울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거울들을 병경(甁鏡), 빈경(鬢鏡)이라 불렀다. 여

기서 빈(鬢)은 얼굴 양쪽에 있는 털로 머리카락의 흐트러

짐을 고칠 정도의 작은 거울을 뜻했다. 주로 오사카 미나

토무라(湊村, 現 神戸市 兵庫区 북부)를 중심으로 제작했

는데 마을에는 16호의 유리제조자가 있었고 200명 이상의 

작업자가 있었다.37 매년 큰 거울 3,000개, 작은 거울 4만개 

정도의 상품을 생산했는데 유리거울의 다수가 작고 잘 깨

졌다고 한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비싼 

수입품을 모방해 값싸게 제작하는 사례들이 성행했는데 

빈경 역시 유리거울의 유행을 더욱 파급시키는 요소로 작

용하였다.38 이처럼 종이를 이용해 만든 대체거울은 완벽

33   金綺秀, 『日東記游』 卷三物產. “鏡, 舊有烏匣鏡者, 今不可見, 坐鏡, 懸鏡, 皆從西法, 惟銅鏡, 尙有舊制”.

34   李釒宀丰罒心永, 『日槎集略』 七月 十六日(丙子). 이헌영은 귀국을 위해 三菱社 소속의 飛脚船(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우편선) 護屋丸 中等間을 탔고 당시 사치스러운 내부 선실

의 모습을 묘사하였다(午飯後未初. 乘三菱社名護屋丸飛脚船. 船長洋人. 船之大小. 與來時所乘廣島丸相等. 定處所於中等間. 而臥層坐床設褥及衾帳軆鏡與器具. 亦侈

美矣). 

35   久保智康, 2000, 「中國·べトナムにおける17~18世紀の日本系銅鏡」 『考古學ヅャーナル』 464, pp.8~11; 薛翹 外,1999, 「中國で發見された15~18世紀の日本銅鏡」 

『日本の美術』 no.394, 東京: 至文堂, pp.92~98;久保智康, 2002, 「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系銅鏡」 『韓半島考古學論叢』, 東京: すずさわ書店, pp.577~608.

36   조선시대 日本鏡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강현정, 2019, 「朝鮮後期 韓半島 傳來 日本鏡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주영, 2014, 「조선시대 倭鏡의 유입과 배

경」 『美術史學硏究』 vol.283·284, pp.83~114 참조.

37   http://www.mirror.or.jp/data/history2.html.

38   Timon Screech, 1996, The lens within the heart : the Western scientific gaze and popular imagery in later Edo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1~165.

사진 5   ‘天下一藤原吉長’銘蓬萊紋柄鏡, 

전체 길이 28.3㎝, 지름 19.6

㎝,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그림 1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麿, 

1753~1806), 姿見七人化粧, 18세

기, 37.4×24.7㎝, 東京国立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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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물을 비치기에는 부족함이 컸으나 그래도 반짝거리

는 유리거울과 유사하였다. 이후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명치 9년(1876) 공부성(工部省)에 의해 시나가와유리제조

공장[品川硝子製造工場]이 설립되었고 명치 20년대를 전

후해 일본의 일반 가정에도 유리거울이 보급되었다.39 이

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8세기 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유리

거울을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들이 제작되었다(그림 1). 

19세기에 들어와 성행했던 일본의 유리거울은 조선

으로도 유입되었다. 특히 조선의 왜관 인근 지역을 중심

으로 전래되었는데 이곳은 일본 제품을 구하기 쉬워 이

국적인 풍물을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명했다.40 이러한 

사실은 1801년 김해에 유배되어 24년 동안 이 지역의 생

활상을 구체적으로 담았던 이학규의 『낙하생전집(落下生

全集)』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김해 역시 왜관을 통해 

일본 물품을 구하기 용이했는데 양산, 부채, 자기, 종이, 

벼루 등 일본의 이국적인 문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5일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유리거울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어 일본에서 전해진 유리거울이 김해 시장에서 판매되

고 있었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41 

한편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영

국 등의 서양 국가들을 통해서도 유리거울이 수입되었

다. 당시 이들 국가와 교역했던 각국 품목별 관세를 정리

한 세칙에 유리거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1888년 프랑스 외무부 문서에는 조불수호통상조약문

과 함께 양경유리(洋鏡琉璃)가 7.5% 세금을 징수하는 화

물로 표기되어 있다.42 또한 석경을 포함한 일상 생활용품

들이 서양과 일본으로부터 허다하게 수입되었다는 1902

년 『제국신문』의 기사 내용도 참고가 된다.43 

Ⅲ. 유리거울의 공예품 종류와 특징
 

1. 소형의 유리면경(琉璃面鏡)

조선이 수입했던 유리거울은 다양한 공예품의 형태

로 제작되었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얼굴

을 비춰보는 것이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였다. 문헌에

서는 이 같은 종류를 면경(面鏡)이라 했는데 일본에서는 

회중경(懷中鏡), 노경(奴鏡), 중국에서는 용경(容鏡)이라 

했던 것이다. 면경의 크기는 다양했을 것이나 『해사일기

(海槎日記)』를 참고해보면 대략적인 기준과 크기를 짐작

해볼 수 있다.44 6~8촌에 해당하는 12점의 면경을 언급했

는데 유리거울이 아닌 금속제 동경이라 해도 재질과 상관

없이 면경의 대략적 크기를 알 수 있다. 1894년 일본에서 

발행된 「조선잡기(속)」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허리띠에 

2~3개의 주머니를 항상 차는데 그 중 1개의 주머니에 면

경, 빗치개 종류, 담뱃대의 연지(烟脂)를 넣고 다니며 여

유가 있을 때마다 거울을 꺼내 머리를 빗는다고 하였다.45 

이는 면경을 필수품으로 여겨 마치 가방 안에 거울을 들

고 다니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얼굴을 비춰보는 오늘날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현존하는 면경은 주로 방형, 원형의 나무판 두 장을 

39 青木豊, 1992, 『和鏡の文化史:水鑑から魔鏡まで』, 東京: 刀水書房, pp.58~59; 菅谷文則, 1991, 『日本人と鏡』, 京都:同朋舎出版, pp.25~27.

40 동래부와 대마번 사이의 공무역과 왜관 開市에서의 사무역을 중심으로 양국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동래에는 460~750명의 일본인이 상주했던 왜관이 있었고, 또 1

년에 평균 80여척에 이르는 배가 몇 달간 이곳에 정박하는 등 양국 교류에 있어 교두보와 같은 곳이었다(동북아역사재단, 2012, 『한일 관계 속의 왜관』, 경인문화사, 

pp.89~124). 

41 『落下生全集』 冊十六 「觀市八十韻」. “小帒銀鎪篆. 輕囊楮䐈秕. 氈供千套帽. 緞給萬條緌. 篦要靈海得. 針應段李推. 指環熒翡翠. 面鏡晃琉璃. 目擊徵眞贗. 心稱判等衰. 時

需囏庀庤. 地產慣推移”; 김성진, 1998, 「朝鮮後期 金海의 生活相에 미친 日本文物」 『인문논총』 52, p.306.

42 “…洋鏡琉璃不論有無曾鋪水銀及己嵌未嵌者…”(국사편찬위원회의 『韓國近代史資料集成』 11권 프랑스 외무부 문서 1 1854~1899에 수록된 1888년 7월 17일 조불

수호통상조약문(불어본과 한문본)의 내용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hk_011_0010_0460(2019. 10. 17 확인) 참조. 

43 『제국신문』, 1902년 10월 27일 3면 상품.

44 趙曮, 『海槎日記』. “各處書契 各處私禮回禮單 使臣前所呈”. 8寸, 약 27㎝ 이하의 거울이 여기에 해당한다. 

45 일본신문 『二六新報』 明治 27年 5月 20日 「朝鮮雜記(續)」 巾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2~23권에 수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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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서울역사박물관, 2006, 『우리네 사람들의 멋과 풍류』, pp.90~91.

4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조선시대의 공예: 일본민예관 한국문화재 명품선』, p.216.

4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조선 마지막 공주 德溫家의 遺物』, p.129. 정조의 후궁 和嬪尹氏의 김 상궁이 윤용구 부인에게 보내온 왕실용 면경으로 회나

무로 제작하였다.

49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卷 「備考編 - 東國輿地備考」 第2편 漢城府; 강명관, 앞의 책, p.158.

50 『增補文獻備考』 卷164 「市糴考」 263 附 韓奧稅則.

맞대고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 두 판을 고정시키는 형태로 

제작되었다(사진 6).46 내부에는 유리거울을 같은 형태로 

잘라 한쪽 판에 끼워 넣었다. 두 개의 판이 마주해 있어 거

울을 보호하면서도 빗겨 열면 반대판을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했다. 크기는 대개 8㎝ 미만으로 외출 시 휴대

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였다. 때로는 나침반인 패철(佩

鐵)을 반대편에 넣어 실용성을 더해 제작하기도 하였다. 

장식 기법은 소뿔을 얇게 저며 그림을 그리는 화각공예 기

법을 적용한 사례도 볼 수 있다(사진 7).47 또한 흑칠(黑漆), 

주칠(朱漆)로 단순하게 꾸미거나 학, 소나무, 구름, 불로

초, 전각, 물고기 등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문을 양

각으로 나무판에 새겨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19세

기 전반 왕실에서 사용한 면경이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48  

이처럼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면경의 유리거울은 ‘석

경방(石鏡房)’이라는 곳에서 일부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

다. 고종 2년(1865)~20년(1883)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

는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는 당시 한성에 있

던 공방(匠房)들이 적혀져 있고 그 중 ‘석경방’을 볼 수 있

다.49 ‘예전의 청동거울 등에 대하여 지금의 유리거울을 

말함’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고, 석경방이 한성 ‘여러 곳에 

있다’고 하였다. 실제 하나의 공예품이 아닌 거울판 자체

를 자재로 수입한 것이라면 쓰임새에 맞게 유리거울 판을 

잘라 재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본처럼 수입한 판유리 위에 은이나 수은을 

붙여 소형의 유리거울로 다시 생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제국과 네덜란드의 세칙을 보면 수입목

록에 거울 재료용 유리로 수은을 칠한 것과 안 칠한 것을 

구분해 작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50 석경방을 중심으

로 적절한 크기로 잘려지거나 가공된 유리거울은 이후 목

재 테두리에 끼워지거나 아교로 공예품에 부착되었고 때

로는 깨진 거울을 보수하는 작업들이 행해졌을 것이다. 

2. 유리경갑(琉璃鏡匣)과 유리경대(琉璃鏡臺)  

유리거울이 들어와 일으킨 가장 큰 변화는 집 안에서

의 사용법이었다. 원래 거울걸이, 즉 경가(鏡架)를 사용해 

청동거울을 걸고 나무, 도자기 등으로 만든 함을 곁에 두

고 사용했는데 이는 조선뿐 아니라 동시대 중국, 일본에서

도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장도

구를 넣었던 도구함을 빗접, 소함(梳函), 소갑(梳匣)이라 

했으며, 이 안에 청동거울을 담아 함께 사용하였다(사진 

8). 이런 소형의 목가구는 조선시대 후기로 내려오면서 나

사진 6   四角琉璃面鏡, 1800년대 후반, 길이 10.5㎝, 너비 7.5㎝,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사진 7   華角琉璃面鏡,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7.3㎝, 너비 6.1㎝, 일본민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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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각으로 장식해 색채가 풍부하고 화려한 편이다. 경

북 김천 문당동 유적에서는 17세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되는 빗접이 출토되었는데 1층 서랍에서 백자대접 2점, 2

층에서 유병, 연지접시, 떨잠, 동경, 동전, 정체 불명의 유

기물이 함께 발견되었다(사진 9). 청동거울과 함께 빗접

의 사용 시기를 알 수 있는 드문 예로 의의가 크다.51 

이처럼 빗접은 주로 거울, 빗, 기름병, 분항아리 등 

치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을 때 동

경을 보관해 금속거울의 변색을 막아주었다. 그러나 유

리거울이 등장하면서 빗접은 새로운 형태의 거울을 필요

로 하였다. 계속 빗접을 사용하면서도 빗접 위에 유리거

울을 올려 독립적으로 세워 볼 수 있는 형태가 고안되었

다. 뚜껑에 달린 금속판을 밑으로 잡아당겨 돌리면 그 뚜

껑이 거울 받침이 되어 밑판에 달린 유리거울을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등장하였다(사진 10). 유리거울과 거울을 보

관하는 경갑(鏡匣)이 합체된 일체식 구조였다. 길이가 30

㎝ 이상으로 작지 않아 빗접의 일반적인 크기와 비슷했

다. 이처럼 새로운 유리경갑(琉璃鏡匣)이 청동거울을 대

신해 빗접 위에 올려져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용법은 18세기 후반 이후로 편년되는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한 여인이 주칠빗접 앞에 앉아 가채를 

이용해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그림 2). 경첩을 달아 장식한 

빗접은 <사진 8>를 보는 듯 상당히 사실적이다. 여인이 

보고 있는 빗접 위 거울을 보면, 동물형 다리가 앞으로 뻗

은 구조로 일본민예관의 소장품과 다리 세부까지 동일해 

흥미롭다. 또한 거울을 판매하는 상점의 모습도 볼 수 있는

데 상점 안에 거울을 들고 있는 세 사람 모두 동일한 형태

의 경갑을 들고 구경 중인 모습이다(그림 3). 얼굴을 비추

는 거울면의 경우 회색으로 처리하였다. 거울을 진열한 가

5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김천 문당동 유적』, pp.342~345.

사진 8   주칠빗접, 조선 후기, 세로 30.8㎝, 가로 20.5㎝,  높이 26.0㎝,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진 9   목제빗접, 김천 문당동 유적 출토, 세로 30.0㎝, 가로 25.0㎝, 현재 높

이 10.0㎝, 국립대구박물관.

사진 10   〈琉璃鏡匣〉, 조선 18세기 후반~19세기, 높이 2.5㎝, 너비 23.3㎝, 日

本民藝館.

그림 2   〈太平城市圖〉의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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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지선, 2010, 「화장거울에 관한 小考」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한국의 화장도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pp.48~56;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8, 『기산 김

준근 조선풍속도』, pp.118~119, 122~127.

53 국립고궁박물관, 2007,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안내도록』, p.132.

54 “…漆匠工錢 二十兩, 廣東鏡一張 十五兩, 白銅粧飾 一百兩, 豆錫匠工錢 五兩, 已上合三百十五兩…”. 『英親王嘉禮時器皿錄』(奎19269)은 隆熙 1年(1907) 英親王의 嘉

禮를 위해 사용된 가구 및 집기를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을 물건별로 기재한 책이다. 

55 국립고궁박물관, 2012, 『덕혜옹주: 덕혜옹주 탄생 100주년, 환국 50주년 기념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pp.146~147. 

56 瀋陽故宫博物院, 2016, 『锦绣宫闱: 清代后宫生活用品集』,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p.67.

판 위에도 동일한 경갑을 여러 겹 중첩해 쌓은 듯하다. 이

러한 형태는 김홍도, 유운홍, 김준근이 그린 다른 풍속화에

서도 만날 수 있다.52 <태평성시도>에서만 여러 차례 표현

된 것을 보아도 당시의 인기를 느낄 수 있다. 다른 풍속화

의 경우 인물에 비해 상당히 작게 그려져 빗접과 비슷한 크

기부터 휴대용까지 다양한 크기로 제작했을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소형 목가구를 대표하는 유리경대(琉

璃鏡臺)도 출현하였다. 유리경갑과 빗접이 결합된 형태

로 크기와 서랍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사진 11).53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윗판인 천판에 경첩을 달아 유리거

울을 비스듬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는 빗접과 유

사해 1~3칸의 서랍을 두어 화장도구를 보관할 수 있게 하

였다. 이런 경대들은 내·외부를 주칠, 흑칠로 간단하게 칠

해 장식하거나 빗접처럼 박쥐, 나비, 팔보 등으로 문양을 

낸 경첩과 나전으로 장식하였다. 

유리경대 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영친왕비가 사용했

던 주칠경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소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리 형태를 아래에 붙여 기능성을 더했다. 이 경대

는 가례 때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1907년 『영친왕가례

시기명록(英親王嘉禮時器皿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

어 주목된다.54 경대와 관련해 칠장(漆匠), 두석장(豆錫匠)

에게 지급한 공전(工錢)과 함께 중국 광둥(廣東)에서 구입

한 거울 1장(張)을 볼 수 있다. 경대 제작을 위해 중국 광둥

으로부터 구입한 유리거울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매우 유

사한 것으로 덕혜옹주 혼례품도 볼 수 있는데, 세부 장식무

늬만 다를 뿐 백동, 문양의 배치 방식, 다리 형태가 거의 같

아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방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55 

이러한 경대의 전형적 형태는 중국에서 전해졌을 가

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한국 양국에서 성행했는데 청 건

륭제 후궁이 사용했던 나전유리경대(螺鈿琉璃鏡臺)는 손

잡이가 있는 수경(手鏡)과 함께 제작해 뒷머리까지 비춰

볼 수 있게 하였다(사진 12).56 나전 기법으로 조선의 경대

와 친연성을 찾을 수 있으나 문양의 배치와 세부 표현이 

달라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측면에도 경첩을 달

아 앞부분을 양 갈래로 갈라야만 정면의 서랍과 화장도구

를 꺼낼 수 있는 구도로 설계해 차이가 있다. 조선도 용도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대를 제작하였다. 서랍 없이 거

울만 있는 간단한 형태도 선호했는데 너비가 5~25㎝로 

그림 3    <太平城市圖>의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1   英親王妃 朱漆琉璃鏡臺, 20세기 초, 31.0×22.0×31.0㎝,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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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생활가구부터 휴대용 면경까지 용도에 맞는 크기

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다(사진 13). 또한 상자 형태도 

제작했는데 내부 공간을 분리해 참빗, 동곳 등을 아래에 

보관하고 그 위에 경대를 올려 함께 보관하는 형태도 전

해진다. 

3. 유리경병(琉璃鏡屛)과 체경(體鏡)  

얼굴을 비춰보는 소형의 공예품 외에도 대형 유리

거울을 사용한 예도 문헌기록에 남아있다. 경병(鏡屛)

이라는 형태를 문헌에서 볼 수 있는데 1478년 『동문선

(東文選)』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볼 수 있어 이른 시기

부터 있어왔던 목가구의 형태로 생각된다.57 신위(申緯, 

1769~1845)는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서 3척이 되는 

유리거울을 삽입해 설치한 경병을 언급했는데 3척이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형 거울이다.58 한자상으로 볼 때 

병풍 같은 가림막에 거울을 끼우는 형태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회화를 삽입해 만든 삽병(揷屛)이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사진 14). 

경병과 삽병은 청나라 기록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청궁내무부조판처당안총회(淸宮內務

府造瓣處檔案總匯)』에는 옹정부터 건륭 초까지 유리경삽

병(琉璃鏡揷屛), 유리경병(琉璃鏡屛)을 포함해 유리거울

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공예품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59 다양한 목재로 세워 만든 경병은 자금성의 

여러 전각에 진설되었다(사진 15).60 특히 옹정의 생활공

간이었던 양심전(養心殿)의 경우, 문헌을 통해 유리거울

이 보좌를 향해 있고 뒷면이 와실(臥室)로 가는 문과 마주

한 채 설치되었다.61 즉 경병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을 분리하는 실내장치로 사용된 것이다. 거울의 기본적인 

57 崔滋, 『東文選』 卷之二 三都賦. “…四面巃嵸. 細雨披蓑. 俯見於漁翁. 夕陽吹笛. 遠聞於牧童. 畫圖難髣. 賦詠未窮. 爾乃解錦.纜浮蘭舟. 中流回首. 怳然如在鏡屛中也”.

58 申緯, 『警修堂全藁』 冊十四 詩夢室小草一 丁亥十月 至十一月. “老梅鐵榦劇縱橫. 畢竟冬心太瘦生. 玉頰氷眸去矜寵. 花胎雪塑不分明. 一枝開始如慳秘. 百斛香終盡倒

傾. 攝入玻璃三尺鏡. 幻人光景客來驚. 時齋頭設鏡屛.” 신위는 여러 대에 걸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집안 환경이 매우 유복했을 뿐 아니라 奏請使 書狀官으로 淸에 다녀

오는 등 대형 鏡屛 같은 신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59 吳曉筠, 2015, 「乾隆皇帝的鏡子-關於鑑賞, 典藏與使用的選擇」 『皇帝的鏡子: 清宮鏡鑑文化與典藏』,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pp.288~301.

60 万依, 2007, 『淸宮生活圖典』, 北京: 紫禁城出版社, p.84. 乾淸宮은 황제가 평소 政務를 처리하던 공간으로 大臣을 불러 만나거나 外國 使臣을 접견하는 장소였다.

61 陳軒, 2019, 「詩意空簡與變裝肖像-琉璃鏡引發的淸宮視覺實驗」 『文藝硏究』, pp.149~159.

사진 12   螺鈿琉璃鏡臺, 淸 18세기, 가

로13.0㎝, 세로 30.0㎝, 높

이 19.0㎝, 심양고궁박물관. 

사진 13   玳瑁鏡臺, 19세기 말~20세기 

초, 세로 6.9㎝, 가로 5.3㎝, 높

이 1.4㎝, 서울역사박물관. 

사진 14   日月五峯圖揷屛, 19세기~20세기 초, 너비 150㎝, 높이 190.0㎝, 국립

고궁박물관.

사진 15 중국 자금성 건청궁 내 鏡屛의 모습.



219  조선 후기 유리거울의 수입과 공예품의 특징

용도와 함께 시각적·심리적으로 문이나 공간을 가려 차단

하는 등 여러기능을 했을 것이다. 황제의 생활공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특히 옹정과 건륭은 원명원 

연화궁처럼 자신이 애호했던 사적인 공간에 경병의 설계 

방법과 장식 문양, 진설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

시한 바 있다. 목제 병풍에 유리거울을 삽입하는 삽병의 

형태로 수리를 원했고 제작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유리거울과 함께 조(吊), 파(擺) 같은 한자를 사

용한 예들이 있어 좌경(座鏡)의 여러 형태가 있었을 것이

다. 물론 벽에 걸어 사용하는 거울도 있었으나 기본적으

로 서양과 달리 거울을 직접 벽에 고정하기보다는 병풍처

럼 실내에 비치하는 전통 방식을 선호했을 것이다.62 이처

럼 경병은 중국 왕실뿐 아니라 18~19세기의 통속소설에

서도 상류층의 생활풍경 속에 자주 등장하였다.63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유리거울을 이용한 목가구를 

사용했을 것인데 이에 관한 것으로 체경(體鏡)을 들 수 있

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이다(사진 

16).64 자단목(紫檀木)으로 만든 전형적인 중국 가구의 형

태로 ‘수(壽)’자, 쌍룡(雙龍), 호리병, 칠보 등을 조각해 장식

하였다. 이 유물은 중간에 유리거울을 삽입해 칠보문삽병

식체경(七寶紋揷屛式體鏡) 또는 체경이라 불린다. 앞서 보

았듯 이른 시기의 문헌에서 경병이라고도 하였다. 체경은 

몸 전체를 비출 수 있는 큰 거울을 뜻하며 문헌에서 대체경

(大體鏡)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였다. 19세기 후반~20

세기 초에 작성한 문헌에서 특히 체경이라는 용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감리(監理), 전율관청 등 관공서,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1898년 무안항 감리서(務安港 監理署)에 필요한 연회물품

으로 체경 2좌를 80원(元)에 일본 상인에게 구입 의뢰했다

거나 1906년 창원 감리(昌原 監理) 응접실에 필요한 체경

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것을 볼 수 있다.65 이로 보아 우

리나라에서는 응접실 같은 큰 공간에 설치하거나 연회를 

위해 사용했으며 중국·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병, 체경과 같은 좌경(座鏡) 형식의 공예품 외에도 

거울 자체를 벽에 걸어 고정하는 서양식의 설치 방식도 적

용되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중앙홀, 접견실, 대기실 등 여러 곳에 설치되었는

데 중앙홀 동북쪽에는 벽난로 위에 사각 거울이 있고 그 옆

62 吴琼, 2018, 앞의 논문, pp.117~120.

63 18세기 이후가 되면 가구와 유리거울이 결합된 형태가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체경의 형태는 유럽, 미국에서도 유행하였다(Graham Child, 1990, World 

Mirrors 1650~1900, London: Sotheby, pp.158~178).

64 서울역사박물관, 2013, 『운현궁 생활유물 Ⅰ』, p.152. 

65 “…宴會器具는 日商에게 托求購買할 次로... 八十元 體鏡二坐…”[『各司謄錄』 근대편 各部請議書存案 07 外部所管務安港監理署應用物品購買費를 預算外支出請議書 

第百四十五號(光武二年八月八日)]; “…交接室公用物品金線·體鏡·掛鍾·煖爐等, 竝附屬各品十八種, 海關稅七元十二錢…”(『各司謄錄』 14권 昌原港報牒 2 光武五年七

月五日. 이 외에도 『各司謄錄』에는 1873년 仁川 監理, 1900년 法部 所管 視務所에서 집기로 사용했던 체경을 언급한 자료가 있다.  

사진 16  七寶紋琉璃鏡屛, 너비 98.4㎝, 높이 202.0㎝, 서울역사박물관.

사진 17 덕수궁 석조전 중앙홀 동북쪽, 1918년, 서울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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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치형의 대형 거울이 벽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답답

하지 않으면서도 확장된 실내 공간의 효과를 보여준다(사

진 17).66 특히 석조전 벽난로 위의 장식 거울은 영국의 로

버트 아담스에 의해 유행했던 것으로 19세기 초까지도 유

럽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양식이었다.67 거울

을 벽에 달아 공간의 밝기를 조절하고 공간을 넓게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는 앞서 본 경병처럼 공간이나 시

야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거울을 이용해 실내

외의 다른 장면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이라 차이

가 있다. 또한 벽에 걸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다.  

19세기 말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리거울은 상

당 부분이 일본 제품이었다. 일본은 자국의 물산을 조선

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가 잘 될 상품들을 예상했는데 

이전부터 꾸준히 수출했던 품목으로 유리거울을 언급하

거나 일본이 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헌기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68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으로 

불평등 관계를 맺고 이어 1896년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 물산에 대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1879년 일본의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

新聞)』 「朝鮮の近況」에서 조선의 민속이 일본의 30~40년 

전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소위 상류계층만이 유리거울을 

소유할 수 있고 일본의 경대, 회중경(懷中鏡)에 대한 수요

가 조선에서 높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69   

이때 건너온 일본식 경대는 일본 명치(1868~1912) 

말부터 대정시대(1868~1912)에 걸쳐 유행했던 양식이 많

았다(사진 18).70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은 서랍장 위

에 올려 사용하는 형태로 유리거울 중간에 나사가 양쪽에 

달려 있어 거울의 각도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서양의 것을 모방해 만든 전형적인 일본식이다(사진 19). 

이 외에도 요형경대(凹形鏡臺)가 많이 수입되었다. 세 개

의 서랍 중 좌우가 높고 중간이 낮아 오목한 형태를 띤다

(사진 20). 높이가 낮은 가운데 서랍 위에 화장용품을 세

워 사용하는 방식으로 명치 이후 유행했던 양식이다. 이

66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2015,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pp.124~139.

67 Raymond MacGrath, 1961, Glass in Architecture and Decoration, London: Architectural Press; 김윤희, 2014, 「대한제국기 덕수궁 석조전 건립과 서

양가구 유입」 『문화재』 vol.47 no.3, pp.4~23. 

68 岡庸一殿, 1989, 『最新韓國事情』, 國學資料院, pp.792~793.

69 일본 『東京日日新聞』 1879년 3월 19일 「朝鮮の近況」[고종 16년(1879년, 淸 德宗 光緖 5年, 日本 明治 12年) 2월 27일임]; 德永勳美 著, 『韓國總覽』, 東京: 博文館, 

1907, pp.844~845. 

70 小泉和子, 2012, 『和家具』, 東京:日本図書センター, p.135, 173. 明治에 들어와 서양경대의 영향을 받아 상단의 경우 모서리를 깎아 곡면으로 처리하였고, 경대 

하단은 투조판으로 장식해 일본의 특징을 보여 ‘和洋折衷形’으로 구분하였다. 대체적으로 하단의 서랍은 높이가 24~30㎝ 정도로 거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진 18   琉璃鏡臺, 日本 明治 末~大正, 가로 49.0㎝, 세로 28.0㎝, 높이 73㎝, 일

본 개인소장.

사진 19   琉璃鏡臺, 세로 34.9㎝, 가로 

24.8㎝, 서울역사박물관.

사진 20   琉璃鏡臺, 높이 30.8㎝, 세로 

9.0㎝, 가로 17.0㎝, 국립민속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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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운현궁 생활유물로 은행나무로 만든 전형적인 일

본식 체경도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 제작한 것으로 L자

형 몸체에 앞뒤로 움직이는 입식 거울을 부착한 일본식 

경대이다.71 이후 점차 서구식 문화와 일본식으로 변화되

어 오늘날 화장대와 같은 입·좌식의 형태가 이용되었고, 

삼면경대(三面鏡臺)처럼 여러 면의 거울을 붙여 제작한 

대형의 화장대를 비롯해 장롱, 장식장 등 각종 가구에 대

형의 유리거울을 부착한 형태가 유행하게 되었다. 

Ⅴ. 맺음말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유리거울을 서양경(西洋鏡), 

양경(洋鏡), 파리경(玻璃鏡), 파려경(玻瓈鏡), 석경(石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고, 이를 경험하고 느꼈던 당시

의 상황과 교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청·러시아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유리

거울이 수입되었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등 18세기에 들어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

켰던 신문물로 확인되었다. 19세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

한 상품으로 더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일본과의 교역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18~19세기의 유리거울은 개인이 

용모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용

도로까지 폭넓게 활용되었다. 당시 중국이나 일본을 방

문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에 관한 시각적 충격과 경험

들을 글로 남겼고, 유리거울에 대한 유용함은 조선의 소

비 욕구로 이어져 유리거울의 수입을 자극하였다.  

이로 인해 18세기 이후 유리거울은 조선의 청동거

울을 빠르게 대체하였고 유리거울을 이용한 새로운 공예

품들이 제작 및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실내에서 사

용하는 공예품으로 일체식 유리경갑(一體式 琉璃鏡匣)

을 개발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빗접과 함께 이용해 

편리하였다. 당시 경갑의 인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를 비롯해 조선시대 풍속화

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기형으로 볼 수 있는 

경대도 조선에서 많이 제작했는데 서랍 개수와 크기, 상

자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한 여러 형태의 경대를 

살필 수 있다. 또한 휴대용의 작은 면경도 조선만의 미감

으로 표현한 길상 문양, 장식 기법을 통해 품격 있는 공예

품들로 제작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

서도 유리거울을 수입했지만 19세기 말 이후에는 일본식

의 공예품들이 성행하였다. 일본 명치~대정시대에 유행

했던 유리경대가 수입되었고 대형의 유리거울을 이용한 

공예품들이 사용되었다.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경병의 

경우 응접실처럼 큰 공간에 진설하거나 연회를 위해 중

국·일본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서양식으로 거울을 벽에 걸

거나 부착해 공간의 밝기를 조절하고 외부의 풍경을 들여

와 실내를 장식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71 서울역사박물관, 2003, 『운현궁 생활유물 Ⅰ』, 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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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艮翁先生文集』

•『各司謄錄』

•『經世遺表』

•『警修堂全藁』

•『薊山紀程』

•『東文選』

•『戊午燕行錄』

•『赴燕日記』

•『心田稿』

•『燕轅直指』

•『燕行記事』

•『英親王嘉禮時器皿錄』

•『耳溪集』

•『日槎集略』

•『日省錄』

•『正祖實錄』

•『靑莊館全書』

•『海槎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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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of  glass mirrors through the literatur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glass mirror crafts by referring to the terms and types shown 

in the literature. The glass mirror in the records had called western mirrors(西洋鏡, 洋鏡), glass mirrors(玻璃鏡, 玻瓈鏡), 

stone mirrors(石鏡), etc. Glass mirrors were imported mainly through trade with Russia and the Qing Dynasty since 

the 17th century and were banned from import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se mirrors were something new 

that caused a great stirring in Joseon society in the 18th century, and in the 19th century, it grew larger as a commodity 

needed for everyday life, especially with trade with Japan. At that time, glass mirrors were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installing large glass at a store, which were not the standard mirror usage of confirming one’s appearance. These 

mirrors surprised Koreans in Joseon who experienced them at Yanjing Liulichang(燕京 琉璃廠)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s a result, the demand for glass mirrors rapidly increased and quickly surpassed that of  bronze mirrors.

Consequentially, new crafts using glass mirrors instead of  bronze mirrors in Joseon began to be produced 

and used after the 18th century. In particular, integrated flat boards of  glass mirrors were developed as crafts used 

indoors. It was convenient to use the hair comb box, a long-time presence in Joseon society, with the bronze mirror. 

This kind of  mirror remained apparent in various genre paintings, including the Taepyeong Seongsido(太平城市圖, 

'A Thriving City in a Peaceful Era') collect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ich reflect its populism of  the times. 

Also, the Mirror Stand(鏡臺) used in the Qing Period was produced in Joseon,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ay 

of  making the drawers and box shapes between two nations. On the other hand,  the Face Mirror(面鏡) was made to 

look at the face. Various crafts made with the aesthetic sense of  Joseon, such as the ox horn inlaying craft technique, 

were produced with auspicious designs. 

In the 19th century, glass mirrors were imported from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Denmark,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19th century Japanese crafts were popular. 

Glass mirrors, which were popular in the Meiji and Taisho eras of  Japan, were imported and also the Mirror 

Screen(鏡屛)  using large glass mirrors were used. In particular,  the mirror screen had developed wood furniture 

since the previous time, which were used for banquets and large spaces, such as the drawing room, and were 

imported from China and Japan. In addition, the western architectural effect of  attaching a mirror to the wall was 

also attempted to adjust the brightness of  the space and introduce another image and scenery in the mirror. This was 

done at Deoksugung Palace’s Seokjojeon.

Abstract

Keywords      Dressing Table Mirror, Liulichang, Yeonhaengrok, Bronze Mirror, Modernity During the Period of Opening of th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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