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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기법(線刻技法)은 기물 표면에 문양이나 글자 등을 기면보다 낮게 파 새기는 금속공예의 시문기법이다. 선사시

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기법은 금속공예의 시문 기법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 기법의 특성에 기

인해 가장 보편적인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단독 또는 입사(入絲)와 같은 다른 기법의 시문 공정에 선행 기법으로 

사용되거나, 타출(打出)이나 어자문(魚子紋) 등 타 기법과 병용되었다. 이처럼 선각은 금속공예품의 제작 및 시문 기법 

전반에 걸쳐 유기성을 갖고 전개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고려시대 금속공예에서의 선각기법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구축되어 계승된 기술의 전통을 기

반으로 사용되었다. 또 당시 금속기의 유행 경향과 사용풍조,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따른 인적, 물적 유입과 기술 교류 등 

사회상과 결합되어 이전보다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 선각기법의 기술과 시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선각의 범주와 세부 기법을 고찰하

고,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흐름을 짚었다. 그리고 유물과 문헌을 바탕으로 고려 당대의 용어를 분석해 당시 기법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보았다. 또, 선각의 세부 기법과 시문 과정을 토대로 기법의 시문 기술을 살펴본 후 현전하는 유물의 재질

을 물성과 강도를 기준으로 분류해 기법의 활용 유형을 분석했다. 특히 고려시대는 전쟁이나 사회 내 유행 등 시대상에 

기인해 성행한 금속 재료의 사용 비중과 양상에 차이가 분명하기에 재질로 유형을 나누어 유물에서의 기법 양상을 분석

했다.

그동안 선각기법은 유물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법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장식 효과가 극대화된 입사나 타

출, 투조 등 여타 금속공예의 시문 기법에 비해 조망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법이 지닌 보편성은 전 시대

에 걸친 넓은 사용을 전제로 한다. 실제 선각은 우리나라와 여러 문화권의 현전하는 금속 유물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징

을 반영해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당대의 공예 문화를 구현한 무형의 유산인 기술로 이어져 조각장과 선각 장

식을 사용하는 무형문화재 여러 분야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선각기법이 지닌 보편성이 시사하는 사회문화

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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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선각기법(線刻技法)은 금속공예품의 표면에 문양이

나 글자, 표상 등을 정을 사용해 기물면보다 낮고 또렷하

게 파 아로 새기는 시문법을 말한다. 선각기법은 선조(線

雕; 線彫) 기법이라고도 한다. 현재 선각을 전승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35호 조각장 분야와 관련 보고서에는 선

각과 선조로 명칭을 병용하고 있다. 두 명칭 모두 선을 금

속공예품의 기면에 아로새긴다는 의미이지만 조선시대

까지의 문헌에서 확인되는 명칭과는 차이가 있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계와 현장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

는 명칭인 선각을 기법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2

선각은 우리나라 전 시대에 걸쳐 금속공예품 표면 

장식 및 표상, 명문 등의 시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

이다. 기본적으로 기면에 장식과 표상을 새기는 시문법

이지만, 넓게 보면 문양 형태로 음각한 곳에 장식 재료를 

감입(嵌入)하는 입사(入絲)나 보석 감장(寶石嵌裝) 등 다

른 금속공예 시문법의 선행 및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따

라서 선각기법에 대한 연구는 금속공예 시문 기법의 기

반이 되는 기술의 추이를 파악하는 기초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시대 범위인 고려는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의 금속공예 기술 전통을 받아들였다. 장인과 기술이 계

승되었고, 관련 공장(工匠)제도도 태봉과 통일신라시대 

제도에 기반을 두었다.3 여기에 동시대 중국의 송(宋), 요

(遼), 금(金), 원(元)과의 물적, 인적 교류는 타출(打出)과 

같은 기법의 전이와 기술의 다각화 및 확장을 수반했다.4 

기법은 단독 시문과 다른 기법과의 병용이 동시에 이루어

졌다. 이는 기물 면을 파내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 고유의 

특성과 다른 기법과의 병용이 자유로운 기법의 유연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예품 제작 시 분업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근대 

이전 왕실의 공역에서 선각시문은 기본적으로 조각장(雕

刻匠; 彫刻匠)이 담당했다. 그러나 전술한 기법의 특성상 

다른 금속 시문 기법의 공정에서도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기법이었기에 다른 금속공예 분야의 장인도 선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에서는 명문과 

문헌에서 확인되는 금속공예 관련 장인인 누공(鏤工), 은

장(銀匠), 금은장(金銀匠), 적동장(赤銅匠), 백동장(白銅

匠), 동장(銅匠), 입사장(入絲匠) 등이 이 기술을 활용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문헌을 통해 민간에서 활동한 

사장(私匠)의 활동과 국가 공역 규모 및 국가 전란 등의 

상황에 따른 인력 차출과 운용 사례를 분석해보면, 인력

이 부족한 분야의 공역을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

른 분야의 장인이 직무를 겸업하거나 교차 수행하는 경우

가 존재한다. 종합해보면 여타 금속공예 분야의 장인이 

선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처럼 선각은 고유의 특성을 토대로 금속공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기법임이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 선각 단독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5 

고려로 한정해 살펴보면 금속공예 기법에 대한 연구는 입

사, 타출, 어자문 등 기법의 시문 효과가 지닌 극적 개성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각장(중요무형문화재 35호)』, 피아, p.21.

2 조선시대까지의 의궤, 관찬사료, 사찬사료, 명문기록을 검토해보면 선각과 선조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으나 뒤에 붙은 새기다라는 뜻의 刻과 彫, 쪼아 새긴다 

라는 뜻의 雕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글자와 결합되어 조이나 선각을 지칭한다. 고려시대의 이와 관련된 내용은 Ⅱ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3 서성호, 1997, 「고려 전기 手工業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8~19.

4 타출 기법의 전이와 고려시대 금속공예기법의 대외 교류와 관련해서는 김은애, 2003, 「고려시대 타출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윤, 2007, 「고려

시대 어자문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세린, 2018, 「고려 후기 입사공예의 전개와 원과의 상호연관성」, 『미술사학연구』298, 한국미술사학회. 참조.

5 선각기법에 대한 논문은 선각으로 시문된 고려시대 경상에 관한 논문 한 편이 있다. 우주옥, 2009, 「고려시대 선각불상경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지

만 이 논문은 주제가 불상 도상의 경상이다보니 선각 시문 기술보다는 경상의 도상 소재와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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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뚜렷한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6 이와 함

께 기법과 기종을 대외 교류와 연결해 분석한 연구도 다

방면으로 상당히 진척되었다.7

선각도 기법 단독 또는 병용으로 시문된 다양한 유

형의 유물이 현전한다. 또, 흔하게 사용되어 평범하게 생

각될 수도 있으나 기법 고유의 기술과 시문 효과 및 특징, 

용례도 뚜렷하다. 따라서 선각기법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 선각기법의 기술과 시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선각의 개념과 세부 기법을 고찰하고

자 한다. 이와 함께 고려에 전승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선각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 이전 기법의 흐름을 간

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물과 문헌을 바탕으

로 고려 당대 사용된 용어의 분석을 통해 당시 기법에 대

한 인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시문 과정을 토대

로 시문 기술을 살펴보고, 현전하는 유물의 재질을 물성

과 강도를 기준으로 분류해 기법의 활용 유형을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고려시대는 전쟁이나 사회 내 유행 등 시

대상에 기인해 성행한 금속 재료의 사용 비중과 양상의 

차이가 분명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재질로 유형을 나누었

다. 한편 정 끝이 문양 형태를 지닌 모양정으로 도장처럼 

기물면에 찍어 문양을 표현하는 인각(印刻)은 선각과 세

부 시문 원리에 차이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제외했다.8

현재 전승이 진행되고 있는 고려시대 금속공예 기법

에 대한 본 연구는 미약하게나마 고려의 기술 뿐 아니라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통 기술과의 관계성과 연속성을 밝

히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흔함으로 대

변되는 문화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선각이라는 기술을 

통해 보편성을 지닌 공예기술이 가진 무, 유형의 문화적 

의의도 되짚어 보고자 한다.

Ⅱ. 선각의 개념과 고려시대 기법 
인식

1. 기법의 개념과 연원

1) 조이와 선각의 정의와 범주

선각은 금속공예 조이(또는 조금[彫金])기법의 일종

이다. 선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기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선각이 포함된 조이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 필요하

다. 조이는 주조 또는 단조 기법에 의해 성형된 금속공예

품의 외면을 새김으로 장식하거나 원하는 문양을 표현하

는 것을 통칭한다.9 선각의 근간인 아로새김(陰刻)10, 문양

6 고려시대 금속공예 기법을 위주로 서술한 논문에는 이난영, 1991, 「어자문기법」, 『진단학보』71·72, 진단학회, pp.187~209; 이영희, 2004, 「고려시대 공예기

법 연구: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22, 미술사학연구회, pp.133~170; 김은애, 2007, 「고려시대 타출 공예 연구」, 『미술사학연구』253, 한국미술사

학회, pp.31~72; 임지윤,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 연구」, 『미술사학연구』 271·272, 한국미술사학회, pp.5~44; 김세린, 2013, 「고려시대 금제와 공장제

를 통해 본 금속상감기법의 양상」, 『미술사논단』36, 한국미술연구소, pp.167~200. 등이 있다. 

7 또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중 선각기법이 시문된 기종 및 중국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을 정리하면 최응천, 1987,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 홍익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균, 1988, 「한국청동은입사향완의 연구: 고려시대 고족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9, 동국대학교 박물관, pp.3~62; 주경미, 2002,

「고려시대 향완의 기원」, 『미술자료』68, 국립중앙박물관, pp.33~58; 구민정, 2003, 「고려시대 향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귀숙, 2004, 「고

려시대 금속공예의 대중 교섭」, 『고려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pp.153~192; 최응천, 2004, 「고려후기 전환기의 미술특집: 고려후기의 금속공예」, 『강좌미술사』

2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125~155;  권아름, 2006, 「고려 사리장엄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숙, 2007, 「고려와 중국의 금속공예 교류

관계」,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pp.232~245; 김정현, 2009, 「청주 사뇌사 금속유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경, 

2009, 「금계 고려동경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자우, 2014, 「고려시대 단추형 장신구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숙, 2019, 「고려시대 ‘찬란

한’ 금속공예: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 『미술사학연구』302, 한국미술사학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학술지와 학위 논문이 있다. 주

석 6과 같이 선각기법으로 장식된 기물에 대한 논문은 1편 발표된 바 있으나, 선각기법에 자체에 대한 논문은 현재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8 인각(印刻)은 문양의 형태를 모양정에 새긴 뒤 문양을 기물의 표면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시문하기 때문에(누깔정으로 반복시문하는 어자문 등) 정으로 문양의 형

태를 하나하나 새겨 나가는 선각과 기술 원리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9 이난영, 2012,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pp.50~51.

10 아로새김은 시문하고자 하는 문양이나 글자 등을 금속 기면의 높이보다 낮게 파내 표현하는 것을 통칭하기 때문에 선각 뿐 아니라 인각(印刻)과 같은 기법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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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물의 바탕면 높이보다 불룩 솟아오르게 각을 하는 

기법인 돋을새김(陽刻) 등 금속공예품의 표면 장식 기법

들을 포괄한다.

조이는 현재 조금(彫金)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

고 있다. 조이는 순 한글명으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

35호 조각장 분야에서도 사용하는 전통적인 기법명이다. 

문헌에는 조이의 다양한 명칭과 용례가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조이가 지칭하는 기법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 우

선 조선시대까지의 기록에서 한글명을 음차한 조이(雕

伊), 소이(召伊)와 조이질, 조을질을 한다는 말을 옮긴 조

을(雕乙), 소을(召乙)이라는 명칭이 확인돼 현재 사용하

고 있는 한글명 조이와 조이가 지닌 의미와 범주가 조선

시대까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11 

고려의 사례로는 1123년 송나라 사신으로 입국한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1123)에 반잔(盤

琖)의 장식 전반을 묘사할 때 누화(鏤花)라는 용어가 보

인다.12 Ⅱ-2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아로새김은 용어를 구

분해 사용한 경우가 있고, 고려시대 금속 반잔 유물은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화형탁잔>(사진 1)과 같

이 아로새김과 돋을새김을 병용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은으로 제작된 동이인 오화세(烏花

洗)에 유약을 찍어 꽃을 새긴 장식에도 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13 오화세의 누화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견

해가 제기되고 있다. 서긍이 지칭하는 장식은 입사의 끼

움입사처럼 은을 감입했을 수도 있고,14 유약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액체 금속인 납을 감입하거나 바르는 납입

사(鑞入絲) 또는 표면의 부분 도금 장식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고려시대 누화는 조이의 이칭(異稱)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누화가 포괄하는 기법의 범위

는 최소 현재 금속공예 조이와 일치하거나 더 넓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현재 조이질을 전승하고 있는 국

가무형문화재의 명칭인 조각장(雕刻匠)과 조이의 또 다

른 명칭인 조각(雕刻)도 함께 확인된다. 조금(彫金)은 Ⅱ

-2에서 언급하겠지만 고려의 문헌에서는 조금(雕金)이라

는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조각보다 빈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조금보다는 조각이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표면 장식 기법을 지칭할 때 보다 활발하게 사용된 기법

명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선각기법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이 기법에서 새김용 

정을 사용해 기물 면 표면을 파내 문양이나 상징, 글자 등

을 凹형으로 새겨 표현하는 아로새김 기법이다.15 아로새김 

기법을 단순하게 보면 장식 문양이나 표상의 형태를 기물

의 면보다 낮게 파내는 기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물

에 표현되는 문양의 소재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조형과 특징에 따라 곡선, 직선, 점 등 표현해야 하는 요소

도 복합적이다. 이를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직선, 곡선, 모조, 축조 등 선각의 여러 세부 기법과 시

문 기술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달해왔다.

사진 1 <은제도금화형탁잔>,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11 김세린, 2019,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5~48.

12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0, 器皿1, 盤琖. “盤琖之制, 皆似中國. 惟琖深而釦斂, 舟小而足高. 以銀爲之, 間以金塗, 鏤花工巧. 每至勸酒, 則易别杯, 第量容差多耳.”

1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0, 器皿1, 烏花洗. “銀花不常用, 唯使副私覿有之. 㸃藥鏤花, 烏文白質, 輕重不等. 面闊一尺五寸, 量容一斗二升.”

14 장남원, 2014,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 연구」, 『역사와 담론』70, 호서사학회, p.191.

1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각장』, 피아. p.21. 선각에 대한 명칭과 기법에 대한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게 나뉜다. 또한 음각도 선각과 인각을 포괄하는 용어로, 선

조 또는 선각으로 용어를 쓰고 여기에 인각을 포함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음각이 선조와 인각을 포함할 수 있는 용어라 판단되어 음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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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선각기법은 기법 자체가 단독으로 사용

되는 기법이면서 동시에 일부 다른 기법의 시문 과정에

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입사(入絲)장식을 할 

때, 장식재를 감입하기 전 표면에 문양 형태(끼움입사) 또

는 장식재를 쪼아 박을 기물면 전면 공간에 사선으로 선

각이 선행되어야 한다(쪼음입사). 또, 보석 감장이나 타

출로 주문양을 시문하면서 동시에 보조 문양이나 주문양

의 세부 윤곽선, 잎맥 등의 요소를 선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선각은 단독 사용과 다른 기법의 선행 작업, 

기법 간의 병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2) 기법의 연원과 고려 이전까지의 전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각은 금속공예의 표면 장식 기

법 중 근본적인 기술 원리를 지닌 기법으로 가장 긴 역사

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문화권에서 공

통적으로 사용되는 인류 보편의 시문 기술 중 하나로 보

아도 무방하다.

기면을 파내는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은 금속기를 본

격적으로 사용하기 전부터 갖춰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로 한정해 살펴보면 부산 동삼동이나 서울 암사

동 등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사진 2)는 

토기의 표면을 파내 사선과 같은 문양을 장식해 금속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 선행된 선각의 원리와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선각의 기본 원리인 새김장식에 대한 인식이 

이미 갖춰진 후 본격적으로 금속이 사용된 시대로 이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금속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출토된 <농경문청

동기>(사진 3) 등 여러 금속 유물에서 기법의 초기 양상

을 찾을 수 있다.

현전하는 유물 중 형태가 온전한 유물 대다수는 주

조 기법으로 문양까지 제작된 것들이다. 그리고 주조 후 

새김이나 주조된 문양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한 후작업 

과정에서 선각을 사용했다. 더불어 기물면에 온전히 문양

을 새겨 시문하는 기술도 함께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는 선각은 물론 누금(鏤金), 입사(入絲), 투

조(透彫) 등 다양한 장식 기법이 발달해 성행한 시기이다. 

선각은 복잡한 문양 형태까지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는 이전부터의 기술이 점진

적으로 발달해 축적,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 

선각 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백제의 무령왕릉(武寧王陵)에서 출토한 <동탁은잔>(6

세기, 사진 4, 5)를 들 수 있다.

청동제 잔탁에 은잔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유물은 연

꽃, 용, 산, 나무, 새, 인면조신(人面鳥神) 등을 잔탁과 잔, 

뚜껑에 선각으로 새겼다. 당시 사회의 최상위 계층인 왕과 

왕비의 묘지 부장품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때, 백제 내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지닌 장인이 은잔의 

제작을 주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은잔은 6세기 당시 

왕실에 소속된 또는 왕실 공역에 차출되거나 혹은 왕실의 

주문을 받아 제작을 진행할 만큼 뛰어난 장인의 시문 기술 

수준과 선각 기술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2 <빗살무늬토기일괄>, 신석기시대, 서울 암사동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3  <농경문청동기> 문양 부분 일부, BC 5~4세기, 대전 출토, 국립중앙박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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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는 고려에 인적, 물적, 문화 기술적으

로 직접적 영향을 미친 시대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에는 선각의 여러 세부 기법도 확인된다. 뾰족한 정으로 

눌러 점열문을 새기는 점선조, 쐐기형 모양의 삼각형 점

들을 연속적으로 새겨 선을 표현하는 축조, 그리고 금속

면을 미세하게 파내어 가는 음각선을 표현하는 모조법 등

이 그것으로 이는 고려에 전승된다.16

한편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

지만 각(刻)을 기본으로 하는 선각과 양각 등을 지칭하는 

용어인 누(鏤)와 각루(刻鏤)가 이 시기 문헌에서부터 확

인된다. 이 용어들은 Ⅱ-2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고려시대에도 사용되어 통일신라에서 시문 기술과 함께 

전승된 용어임을 짐작하게 한다. 누(鏤)는 『삼국사기(三

國史記)』 성덕왕(聖德王: 재위 702-737) 22년(723) 당에 

보낸 물목 가운데 장식 매방울인 누응령(鏤鷹鈴)에서 처

음 등장한다.17 또, 경문왕(景文王) 9년(869) 당에 보낸 물

목에서는 ‘금루응미통(金鏤鷹尾筒)’, ‘금루요자미통(金鏤

鷂子尾筒)’, ‘은루응미통(銀鏤鷹尾筒)’, ‘은루요자미통(銀

鏤鷂子尾筒)’이 있어 凹형이나 凸형 또는 병용해 새겨 장

식한 금, 은제통이 확인된다.18

아울러 삼국사기 잡지 색복조에는 신분에 따른 여인

의 장신구 규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황실 직

계 외 진골 여성에게조차 비녀에 무늬를 새기는 것(刻鏤)

을 금지하고 있다.19 이를 통해 당시 금속공예 새김 장식 

명칭과 황실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었던 사용 위계를 짐

작하게 한다. 이 용어는 동시기 중국 당의 기록인 『당육전

(唐六典)』 직관지의 금속기를 제작하는 장인에 관한 내용

에서도 확인되어, 통일신라와 긴밀한 관계였던 당과 동일

한 용어가 공유되었음을 보여준다.20 『삼국사기』가 고려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 하더라도 통일신라 기록을 바탕으

로 한 것이므로 누(鏤)와 각루(刻鏤)라는 명칭이 이미 고

려 이전에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고려와 중국 송

의 기록인 『고려사』,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도 이 용어

는 새김 장식을 지칭하는 동일한 용례로 사용되기 때문

에, 두 나라 모두 이 용어와 용어에 대한 인식이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21

통일신라시대 선각기법의 양상은 감은사지, 황룡사

지, 황복사지와 같은 여러 사찰터와 남산, 월지 등 각기 

사진 5 <동탁은잔> 뚜껑과 잔 선각 부분.

사진 4 <동탁은잔>, 백제 6세기, 무령왕릉 출토, 국립공주박물관.

16 주경미, 2003, 「통일신라시대 金工技法 硏究: 佛舍利莊嚴具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24, 경주사학회, p.285.

17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22년 夏4月. “夏四月,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牛黄·人蔘·羙髢·朝霞紬·魚牙紬·鏤鷹鈴·海豹皮·金·銀等.…”. 누응령의 누장식은 

누금일 가능성도 있다.

1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景文王 9년 秋7月. “九年, 秋七月, 遣王子蘇判金胤等, 入唐謝恩兼進奉…金鏤鷹尾筒五十雙·金鏤鷂子尾筒五十雙·銀鏤鷹尾筒五十雙·

銀鏤鷂子尾筒五十雙….”

19 『三國史記』 卷33 雜志2 色服. “眞骨女. 表衣禁罽繡錦羅. 内衣·半臂·袴·襪·履, 並禁罽繡羅. 裱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綴

珠.….”. 진골 여성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하 신분의 여인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20 『唐六典』 左尙署조에는 左尙署의 내력과 소속 장인들 가운데 궁시, 목기, 금은기, 골각기 등을 제작하는 장인과 제작 물품 등의 설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통일신라와 동시대에 사용된 당의 각루(刻鏤) 용례가 확인된다. 『唐六典』 卷21 左尙署, “北齊太府寺左, 中, 右尚方. 隋開皇中, 三尚方並屬太府寺, 左尚令三人, 掌

造車輦, 傘扇, 槊毦, 弓箭, 弩戟, 器仗, 刀鏃, 膠漆, 竹木, 骨角, 畫素, 刻鏤…”. 

21 이에 대해서는 Ⅱ-2장에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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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격을 지닌 여러 출토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선각이 통일신라사회에서 다양한 용도의 

기물에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기법은 앞서 언

급한 세부 기법은 물론 고려시대에도 나타나는 어자문, 

입사 등의 기법과의 병용도 확인된다. 시문 양상은 세부 

기법을 활용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경주 황룡사 목탑

지 출토 <은제연화당초문합>(8~10세기, 사진 6)처럼 선

각으로 주문양을 표현한 후 그 주변을 어자문으로 메우는 

등 단독 시문과 기법 간의 병용이 동시에 확인된다.

이처럼 다채롭게 전개된 통일신라시대 선각의 기술 

문화는 고려에 전승된다.

2. 고려시대 용어를 통한 기법 인식 검토

앞서 간략하게 검토한 바와 같이 조이와 선각의 용

어를 살펴보면 모두 기면의 문양 시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또 통일신라시대까지 전개된 선

각의 기술 문화가 고려에 전승되었으므로 기법의 원리와 

개념을 담은 용어 역시 고려에 계승된 후 더욱 세분화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의 선각 기술과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당시 문헌과 명문에서 확인되는 새김기술 전

반에 대한 용어 함의 분석을 통한 기법에 대한 인식 검토

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시대 선각을 비롯한 금속공예 

새김기술에 대한 인식은 동시대 문헌과 명문에서 확인되

는 여러 용어와 용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새김기술을 통칭하거나 선각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는 조각(雕刻)22, 조금(雕金)23, 조금(彫金)24, 조루(彫鏤)25, 

각루(刻鏤)26, 누(鏤)27 등이 확인된다. 또 기물의 제작 재

료와 쪼아 새기는 기법의 행위를 결합한 용어와 말안장과 

같이 쪼아 새겨 장식한 기물의 명칭을 결합한 조안(雕鞍)

도 있다.28 이 중 각루는 『고려사』와 『선화봉사고려도경』

에서 함께 확인되는 용어로 Ⅱ-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 함께 사용한 용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29

사진 6 <은제연화당초문합>, 통일신라 8-10세기, 국립중앙박물관.

22 雕刻은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祿俸條, 中尙署, 都校署에서 조이를 담당하는 장인인 雕刻匠에서 확인되며 문헌에서는 雕鏤가 주로 확인된다.“…雕刻匠指諭

殿前一·行首校尉一…”(중상서), “…雕刻匠指諭殿前一…”(도교서)

23 『東國李相國集』 권17, 古律詩, 庾公見和. 復次韻奉答. “… 雕金鏤玉是兒戲…” 이 자료에서 雕는 금에 무언가를 새기는 일, 鏤는 옥을 장식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4 『東文選』에 전해지는 고려시대 문신 최자(崔滋: 1188-1260)의 三都賦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된다. 『東文選』 卷2, 賦, 三都賦. “…咀冰嚼雪, 琢玉彫金, 筆一

走也….”

25 다음의 사례가 한 건 확인된다. “…香盌水甁極彫鏤之工巧…(향반과 수병의 아로새김이 정교하다)”<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956). 그러나 이 향반과 수병의 

재질이 금속인지 도자인지는 알 수 없다. 

26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0, 器皿1, 獸爐. “子母獸爐, 以銀爲之, 刻鏤制度精巧.” 은으로 만든 수로의 새기는 법식이 정교하다고 기록하고 있어, 금속공예품의 새김 

장식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의종이 내린 금은기 사치 금제령 반포 내용 중에서도 확인된다.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二十二年三月, 敎曰, 

“昔周王, 卑服卽康功, 漢帝, 器不雕鏤, 朕切慕焉. 近見, 內外公私, 奢侈成風, 衣服必用錦繡, 器皿必用金玉, 甚乖寡人節儉之意. 自今, 內外所司, 痛行禁斷.”

27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된다. 『고려사』 최충헌의 기사에서 최충헌의 집에 각종 진귀한 것들을 만들었다는 내용 가운데 음각 장식을 한 금향로와 어떤 장식을 했

는지 알 수 었는 은반 2개를 만들었다는 예를 통해 용례가 있다. 『高麗史』 卷129, 列傳42, 반역3, 최충헌조. “…盛香金鏤銀盤二…”. 이 외에도 鏤는 鏤, 혹은 縷라

는 명칭으로 옥과 도자, 금속공예품 등을 장식하거나 새기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28 기물을 장식하는 기법 또는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인 雕(조이 또는 선조)에 장식한 기물을 넣는 용어는 다음 『牧隱集』의  사례와 같이 몇몇 확인된다. 『牧隱集』 권

5, 「牧隱詩稿」 권5, 聞官軍將赴咸從. “… 아로새긴 안장은 오색 담요로다 / 雕鞍五色毯…” 雕는 이외에도 雕刻이라는 명칭 그대로 목공예, 금속공예, 옥공예, 건축

에서 기둥 등을 쪼아 새겨 장식할 때, 얼음을 쪼아 다듬을 때 등의 용례로 사용되기도 했다.

29 주석 12, 13, 18, 19, 2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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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구조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조각하는 행위와 재료

나 사물을 결합한 것으로 조금(雕金)과 조금(彫金), 조안

(雕鞍)이 여기에 속한다. 두 용어는 금속제로 된 기물 또는 

기물의 바탕 재료에 새겨서 문양이나 상징, 명문 등을 시

문한다는 뜻이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 유형의 용어 근간

에 공통적으로 시문을 하는 사물과 문양이나 상징, 명문을 

새기는 행위를 함께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기물 표면에 문양이나 상징을 시문

하는 행위를 위주로 용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형이다. 

조각(雕刻), 조루(彫鏤), 각루(刻鏤), 누(鏤)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 이 유형의 용어들에는 공통적으로 바탕 금속

의 표면에 문양이나 상징, 명문을 새겨 넣는다는 시문 행

위를 담보한다. 현전하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어들에서

는 누를 제외하고는 쪼거나 새기고 각을 한다와 같은 시

문의 구체적인 행위를 용어에 담았다. 또 조루와 같이 시

문하는 행위(彫)에 금속에 한정해 표면을 새기거나 쇠붙

이 장식물을 감입, 부착하는 것을 지칭하는 한자인 누(鏤)

를 결합해 금속기의 시문에만 온전히 한정시킨 용어도 있

다.30 문헌을 통해 분석한 용어의 두 유형을 함께 살펴보

면 공통적으로 금속공예의 새김기법에 대한 행위와 재료

에 대해 용어에 함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 이

미 선각을 포함한 새김기법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어 있

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高麗史』 문종 32년조(1078)에는 송 황제로부

터 받은 국신물(國信物)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국신물

의 물목에는 장식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금

속공예품도 마찬가지이다. 주목할 점은 아로새기는 선각

과 돋을새김을 구분해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기록에는 

금과 은에 새겨 장식하고 만다라꽃을 불룩하게 솟게 새긴 

장식물(鬧裝金鏤銀起突鈒蔓陀羅花鉸具)이 있다. 수를 놓

은 자색 비단 안장과 함께 서술된 것으로 보아 안장의 장

식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선각과 같이 망치로 정

에 힘을 가해 기물 표면에 凹형태로 파 아로새김 하는 기

법을 누(鏤)로, 타출이나 양각과 같이 표면에 凸형으로 돋

을새김 하는 기법을 돌삽(突鈒)으로 구분해 지칭했다. 새

기다는 뜻의 누는 움푹 하는 아로새김인 선각을, 불룩 튀

어나옴을 뜻하는 돌과 새기다를 뜻하는 삽을 결합한 돌삽

은 돋을새김을 의미하는데, 이를 구분해 표현한 것은 국

신물들의 특징적인 부분과 장식들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 기록에서는 이 외에도 돋을새김에 도금을 한 기

물도 도금(金鍍)과 돌삽(突鈒)으로 기법을 구분해 기록

했으며, 다른 재질의 공예품도 비교적 장식 기법이 자세

히 표현되어 있다.31 새김기법 내에서 이렇게 구분해 기술

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기록에서 나타나고 유물에서도 

기법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조이의 새김 기법 내에서도 선각을 비롯한 세부 기법에 

대한 구분은 비교적 명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현재 금속공예의 새김 기법에 익숙한 용어인 

조각(彫刻)은 금속공예품의 선각 및 새김 시문과 관련해

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옥, 석제 공예품이나 

조각품의 제작이나 비석의 명문, 목판본을 새기는 등의 

사례에서 확인된다.32 아마도 고려시대에 현재와 같은 의

미로도 사용은 되었으나 위의 용어가 금속공예에서 보

다 활발히 사용되었고, 조각은 판각이나 조각을 하는 행

30 사전적 의미로 누(鏤)는 금속에 한정해 새기다, 박아서 꾸미다, 뚫다, 강철 장식, 쇠붙이 장식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6, 『한국한

자어사전』.

31 『高麗史』卷9, 世家9, 문종32년(1078). “…一匹鬧裝金鏤銀起突鈒蔓陀羅花鉸具….” 도금과 돋을새김을 동시에 기술한 사례는 같은 자료의 다음 내용이다. “…一

匹散促結金鍍銀起突鈒寶相花鉸具, 纓轡紫羅屜事件. 一匹散促結金鍍銀起突鈒寶相花鉸具, 纓轡艾碧羅屜事件.…”. 돌(突), 삽(鈒) 각 글자에 대한 뜻도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의 정의(앞의 책, 1996)를 따랐다.

32 사례를 들면 이규보가 죽기 직전 이규보의 문집을 판각한다는 내용에 문집 판본을 판각한다는 행위를 조각(彫刻)을 사용했다. 『東國李相國集後集』 卷終, 附錄, 

“…取公所著文集. 命工彫刻. 欲令公眼見. 事巨未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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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시대

에 용어의 용도와 의미가 현재처럼 확장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Ⅲ. 선각의 시문 기술과 세부 기법

선각은 정을 사용해 물건의 면에 문양의 형상이나 

글자 등을 凹형으로 파내는 것이 기법의 기본이다.33 기물 

면에 직접 새기는 것을 전제하기에 새기는 과정에서 기물

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각은 

시문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제인 감탕

을 기물에 설치한 뒤 진행된다. 감탕의 용법을 보면 선각

이 시문되는 기물의 형태에 따른 제작 및 시문의 원리를 

일정 부분 짐작할 수 있다.

감탕은 기물의 형태 또는 기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기물의 제작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 선각 경상(鏡像)과 같이 기물의 형태

가 온전한 판형 기물이다. 두 번째 판으로 각 면의 형태

를 만든 뒤 문양을 시문한 뒤 각 면을 용접으로 접합해 조

립하는 입체 기물이다. 세 번째 타조(打造)나 주물(鑄物)

로 제작한 통형 기물이다. 이 중 판형 기물이나 판형으로 

된 각 기면을 조립해 입체형으로 완성하는 기물은 시문하

기 전 각각의 판에 감탕판을 부착한다. 통형과 같은 입체 

기물에 직접 시문하는 경우에는 기물 안에 감탕액을 부어 

넣은 뒤 선각을 진행한다.34(표1)

감탕을 설치한 후 문양의 형태에 따라 선각의 세부 

기법을 사용해 시문한다. 고려시대 유물에서 확인되는 

선각의 세부 기법은 시문법과 시문되는 선의 형태에 따

라 구분된다. 세부 기법은 선조(線彫)와 점조(點彫),선을 

동물의 털처럼 미세하고 얇게 표현하는 모조(毛彫), 선을 

짧게 짧게 끊어 새기면서 다른 선의 끝부분을 연결 연결

해 새겨나가는 축조(蹴彫)가 있다. 이 세부 기법의 명칭

이 고려시대에는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술 자체는 현재까지 조각장 및 선각을 

활용하는 무형문화재 분야, 현대 금속공예 분야에 이어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선각은 단순히 얇은 선만 표현하는 기술은 아니다. 

선은 물론 문양의 폭에 따라 선을 반복적으로 빽빽하게 

쳐내 하나의 면을 완성하기도 한다. 이 작업에서는 정 끝

의 폭과 정에 가해지는 망치질 힘의 정도 조절, 정질을 횟

표 1 기물 형태에 따른 감탕 사용

기물 형태 판형 통형

감탕

사용방식

기물에 감탕판 부착
조각장 故김철주의  

감탕 부착 선각 작업35 기물에 감탕액 붓기
조각장 故김철주의  

통형기물 감탕 채움36

33 이는 기물의 표면에 직접 정이나 끌을 이용해 시문하는 입사 등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34 이는 기물의 표면에 직접 정이나 끌을 이용해 시문하는 입사 등의 기법에서 시문으로 인한 기물의 충격과 이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

는 방법이다. 

35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故 김철주의 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조각장 기록영상/도서/사진에 있는 사진을 수록했다(https://

www.iha.go.kr/service/record/getFolderView.nihc?contentid=10371).

36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故 김철주의 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조각장 기록영상/도서/사진에 있는 사진을 수록했다(https://

www.iha.go.kr/service/record/getFolderView.nihc?contentid=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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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따라 선각으로 표현되는 상세한 면의 깊이와 폭이 

결정된다.

주물로 기물의 형태와 문양까지 제작된 기물의 경우

에는 주물로 1차 완성을 한 뒤 면을 다듬고 문양을 명확

하게 손질하는 과정에서 1차 완성된 문양을 보다 뚜렷하

게 표현하기 위해 선각으로 문양 부분을 한 번 더 손질하

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각의 세부 기법과 표현 형

태를 현전하는 고려시대 유물을 통해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다양한 형태의 선각 시문을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문양을 새기기 위한 정(釘)이 필수적이다. 정은 문양의 

형태를 직접 새길 때 표면을 파는 도구로 시문 기술의 구

현 및 완성된 형태와 직결된다. 전통 조이 기법 전승과 작

품 활동을 전개했던 국가무형문화재 35호 조각장 故김철

주(1933-2015)의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각에서 사

용되는 정은 기본적으로 음각을 새길 때 사용하는 절각

용 정(조각정)과 타각정을 사용했다. 절각용 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부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문할 때 

처음부터 이어지는 선을 기본으로 하는 선조와 모조는 평

정(다질정)을, 문양의 곡선이나 글자의 필획을 표현할 때

는 움푹정을 사용했다.38 타각정 역시 종류가 다양한데 이 

중 선각에서는 운풍정이 활용되었다. 운풍정은 송곳 모

양같이 끝이 뾰족한 형태로 정의 용도에 따라 끝이 완전

히 뾰족하거나 약간 둥글려졌다. 이 정은 점이나 단선을 

근간으로 짧게 짧게 끊어 이어지는 선을 표현하는 점조와 

축조에서 사용했다.39

고려시대 유적에서 소량이지만 시문용 정이 발굴되

어 당시 기법의 시문을 위해 사용된 도구의 형태를 짐작

하게 한다. 형태는 대부분 끝이 뾰족해 기물면을 파기 용

이하게 생겼고 길이는 제각각이다. 정의 길이는 기물에 

시문할 시 망치로 정을 쳤을 때 가해지는 힘과도 밀접하

게 연결되는데 가해지는 힘에 따라 깊이 또는 폭이 얕거

나 깊어진다. 이러한 정의 형태는 시문 형태의 폭 또는 깊

이에 따라 정을 달리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표 2 선각의 세부 기법과 시문 형태37

세부기법 시문법 유물예시

선조(線彫)

직선으로 선 표현 . 시문시 

정의 각도 또는 정 끝의 폭 

또는 시문시 정에 가해지는 

망치질의 힘으로 문양 폭과 

깊이 조절.

선각공예품 전반에 사용 . 

명문 시문에도 가장 많이 

사용됨. <은제도금약합>,  

11~12세기, 개성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점조(點彫)

끝이 둥근 정을 점처럼 끊

어 연속적으로 찍어 쳐 문

양이 완성되었을 때 전체적

으로 하나의 선처럼 보이게 

시문하는 기법.

인물이나 당초문과 같이 곡

선이 많은 형태 위주로 확

인됨.
<천왕사지은제도금육각사리기>,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모조(毛彫)

금속면을 끝이 가는 정으로 

미세하게 파 가는 음각선을 

표현하는 기법 . 망치질의 

세밀한 힘 조절도 담보되어

야 함.

곡선과 직선이 회화처럼 유

려하게 표현되는 인물문 , 

풍경문 등을 위주로 확인됨
<비사문천왕문동제경상>, 

11-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축조(蹴彫)

문양 형태를 따라 선을 짧

게 끊어가며 시문. 선이 시

작하는 부분을 이전의 마지

막 선이 끊기는 부분과 연

결해가며 시문. 전체적으로 

완성되면 실선처럼 표현됨.

곡선이나 시문 단면 깊이가 

깊은 윤곽선 등을 위주로 

확인됨. <금제복녕궁방명접시>,  

12세기, 리움

37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2005), pp.21~22; 이난영, 위의 책(2012), pp.51~52.

3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위의 책. p.56.

3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앞의 책.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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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각 기법이 전승되고 있는 분야 중 국가무형

문화재 조각장의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정과 고려 유적

에서 출토된 정의 형태가 일정 부분 유사하다. 이는 선각 

등 새김 기법에 사용한 도구의 전승이 정의 형태 변형은 

약간 있지만 고려에서 현재까지 기본적인 형태와 쓰임의 

근간이 이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출토된 정은 보고서

에서 건축부재나 못, 목공예에 사용된 것으로 분류된 것

도 있으며, 유물명이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인 끌

(착:鑿)으로 명명된 것도 있다. 이 중 조각장 故김철주가 

선각에 사용했던 정과 출토품 정 일부를 추정해 비교하면 

<표3>과 같다.

이 외에도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못과 같은 건축 부재로 분류된 정이 

많고, 도구로 분류된 정 중에는 금속공예용 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도 형태가 녹슬고 마모된 경우가 대다

수이다. 또, 옥, 석제나 목제 가공용 정인지 금속 세공용 

정인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어 본 논문의 자료에서 제

외했다. 금속기의 제작과 문양 시문에 직결되는 만큼 유

적지에서 출토된 도구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면밀한 분류

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각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시문 기법이기에 

통념적으로는 시문 기술 역시 단순하게 기면을 파는 기술

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문

하는 기물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감탕의 활용, 개개의 문

양 소재별로 지닌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적재적소

의 세부기법 사용, 곡선과 직선을 표현하는 각법의 사용, 

정에 가해지는 정교한 힘의 조절을 담보한 망치질 등 세

밀하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기법이다. 고려의 다채로

운 선각 양상에는 이러한 시문법 및 도구의 발전과 이를 

사용하는 장인의 정교한 기술력이 바탕에 있었다.

Ⅳ. 고려 선각기법의 시문 유형과 양상

금속공예품 전반의 재료에 국한하지 않고 장식, 명

문 등에 고루 사용되었던 선각기법은 당시 사회의 금속기 

소비상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고려시대 금속 유물

을 살펴보면 선각 단독 시문과 타출이나 어자문, 입사 등 

다른 기법과의 병용이 동시에 확인된다. 이러한 유물 양

상과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전개된 금속공예의 성행은 선

각기법의 소비 경향과도 맞물린다.

『선화봉사고려도경』 잡속(雜俗)에는

“고려 땅에 금과 은은 적으나 구리는 많다”

라는 문장으로 금과 은의 산출량이 적은 대신 산출

량이 많은 동제 공예품 소비가 활발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표 3 고려시대 출토품 정과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의 선각용 정40

절각정 중 평정(선조, 모조)

조각장 분야 평정
여주 출토 끌 또는 정으로 추정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타각정 중 운풍정(점조, 축조)

조각장 분야 운풍정

양주회암사지 출토 채정

(13세기 말~14세기),  

양주회암사지박물관

40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故 김철주의 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조각장 기록영상/도서/사진에 있는 사진을 수록했다(https://

www.iha.go.kr/service/record/getFolderView.nihc?contentid=10371).

41 최응천, 2018,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시대 공예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50, 한국중세사학회,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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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 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금과 은의 수급상, 신

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던 금속 재료의 위계가 분명해 

소비계층이 제한적이었던 고려의 금, 은기 소비 실태가 

반영 되어 있다. 금, 은기는 실제 상류층을 중심으로 성행

했다.

이 외에 『고려도경』기명조에는 다양한 기종의 금속

공예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로(手爐), 반잔(盤盞), 오화

세(烏花洗) 등과 같이 선각을 비롯한 금속기에 장식된 기

법이 기술된 예도 상당수다.42

선각기법은 Ⅱ-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신라

에서 계승된 기법의 전통과 함께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통

한 인적, 물적 교류, 당시의 소비 경향이 복합적으로 맞물

려 전개되었다. 본 장에서는 고려시대 선각 유물을 분석

하기 위해 시문 유형을 재료에 따라 둘로 나누었다. 선각

기법의 유형을 재료로 나눈 것은 먼저 재료의 강도와 물

성에 따라 동일한 기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문 효과

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려는 신분

과 사용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속재료의 위계가 분

명했다. 또 13세기 원과의 전쟁과 같은 전란에 따른 금속

재의 수급 문제, 사치풍조에 따른 금제, 귀족들의 당풍(唐

風) 금·은기 유행 등 비롯한 사회, 문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재료의 사용 양상이 뚜렷하다. 이에 재료로 선각의 

유형을 분석해 고유의 물성에 따른 효과 및 사회상에 기

인한 선각공예품의 쓰임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1. 금, 은제 공예품

고려시대 금, 은기는 현전하는 유물과 『고려사』 등 

문헌 기록을 통해 상류층과 사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

작과 소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금과 은은 연한 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새김 장식을 하면 다른 재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통일신라시대

에도 선각, 어자문, 타출이 금, 은기의 장식에 활발하게 

적용되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들어온 

금, 은기의 사용과 이를 모방한 금, 은기의 제작도 성행

했다.

국내의 장인과 요와의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온 

거란인 장인 등이 이를 제작했다. 『고려도경』 권19 민서 

공기(民庶 工技)조에는

“거란 포로 수만 명 중 장인이 열에 하나 꼴인데 그 중 

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왕부에 뽑아 왕부에 머무르게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근래 기복은 더욱 정교해졌으나 경박하고 겉

치레가 너무 많아서 예전의 질박한 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

었다” 43

라는 기록이 있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국내 장인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거란인 장인은 당시 유

행했던 중국풍 금, 은기 제작 기법의 전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44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당대(唐代)

부터 의례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과 은으로 제작된 기물

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풍조는 통일신라~고

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려 내 금, 은기 유행이 본격화된 

11~12세기는 국내 여러 제도가 안정된 상태였다. 동 시

기 중국의 송과 요는 이전 시대인 당의 금속 기술을 흡수

해 완숙기에 이르던 때였다. 이러한 양국의 환경은 외교 

관계와 무역 등을 통해 절정의 송과 요의 금, 은기 기술과 

42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0, 器皿1, 獸爐. “子母獸爐. 以銀爲之. 刻鏤制度精巧. 大獸. 蹲踞. 小獸. 作搏攫之形.…”. 『宣和奉使高麗圖經』卷30, 器皿1,烏花洗.“盤琖

之制. 皆似中國. 惟琖深而釦斂. 舟小而足高. 以銀爲之. 間以金塗. 鏤花工巧.…”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0, 器皿1, 盤琖. “銀花. 不常用. 唯使副私覿. 有之. 點藥鏤

花.…”. 예를 든 기물 외에도 면약호, 유앙, 화용준 등 다양한 기물에서 선각 또는 돋을새김, 도금 등 다양한 금속공예기법의 사용이 확인된다.

43 “高麗. 工技至巧. 其絶藝. 悉歸于公. 如幞頭所，將作監. 乃其所也. 常服白紵袍皁巾. 唯執役趨事. 則官給紫袍.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擇其精巧者. 留於

王府. 比年器服益工. 第浮僞頗多. 不復前日純質耳.”

44 관련 연구성과는 주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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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고려에서 흡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으로 추

정된다.45

타출, 어자문, 도금을 중심으로 한 송 대의 장식 양

상과 타출과 도금 기법, 기종으로는 휴대용 합, 문양에서

는 팔화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요의 문화는 장인, 기물 등

과 같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고려에 들어와 금, 은기

의 조형과 기법에 영향을 미쳤다.46

그러나 고려는 금과 은의 국내 산출량이 적어 대부

분의 재료 공급을 중국 수입에 의존했다. 1126~1127년 

정강의 변과 1279년 원에 의해 남송이 멸망한 근 100여 

년 간의 혼란기와 이후 고려 말까지 전개된 원 강점기에

는 금과 은 수급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비층인 상류층과 사원을 중심으로 한 소비는 여전

히 지속되었다. 『고려사(高麗史)』 열전 최충헌 조에는 최

충헌의 집에 각종 진귀한 것들이 있거나 만들었음을 기록

하면서, 금제 기물에 새김장식을(金鏤) 한 금향로와 장식 

기법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은반 2개가 있었음을 적고 

있다.47 이러한 사례는 재료 수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지속한 고려 사회 소비층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처럼 고려 사회에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성행한 금, 은기

는 일상기와 의례기, 장식 기물을 위주로 다양한 종류의 

기물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왕실에서 대신이나 국사(國

師), 사원에 하사하는 하사품도 상당수였다.48

선각이 시문된 금, 은기 대다수는 기물이 타조(打

造)로 제작되었다. 물성이 무른 재료의 특성상 기물 뒷면

에 선각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어, 표현 수법 파악의 단서

가 된다. 선각이 사용된 기물의 시문 유형을 살펴보면, 1

유형은 선각 단독 시문, 2유형은 타출, 어자문 등의 다른 

기법과의 병용, 3유형은 기면의 한 공간에 문양과 명문을 

동시 시문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유형인 선각 단독 시문은 Ⅲ장에서 언급된 세부 시

문법들을 활용해 기물 전반의 장식을 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표현하는 문양 소재의 특징에 따라 세부 기법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2유형은 타출, 어자문 등 다른 기

법과 병용한 경우이다. 2유형에서 선각은 주로 다른 기법

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타출로 시문된 주문양이

나 보조문양의 형태를 따라 윤곽선을 시문하거나, 사람이

나 보살의 얼굴, 꽃이나 이파리의 세부 잎맥 등 문양의 세

부 표현을 위주로 선각이 사용된다. 특히 이파리의 잎맥

이나 동물의 털을 표현할 때는 동일한 정을 사용한다 하

더라도 정의 각도나 힘을 조금씩 달리 해 한 선에서도 문

양 소재의 특징에 따라 선의 너비와 깊이에 차이를 주기

도 했다.(표4, 2유형-1). 어자문과 병용될 경우 선각으로 

주문양의 윤곽과 세부를 표현한 후 주문양을 제외한 기물 

바탕을 누깔 정으로 어자문을 기면 가득 인각(印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표4, 2유형-2). 3유형은 문양 시문을 마

친 후 마지막에 명문을 선각으로 시문한 유형이다. 이 유

형은 기물의 전체 문양이 선각 또는 다른 기법으로 시문

된 유물 중 명문이 선각으로 시문된 경우이다. 이 경우 보

통 기물의 형태 제작 및 마감, 문양 시문이 완전히 마무리

45 안귀숙, 2004,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고려미술의 대외교섭』, 예경.과 김은애, 위의 논문(2007), 임지윤, 위의 논문(2011)에서 금, 은기의 유입과 위

의 내용을 동시에 지적했다. 유입되는 요의 문양과 기물에 있어서는 학자 간의 견해차를 보인다. 안귀숙은 포류수금문, 연판꽃술문, 태극문 등이 함께 유입되었

다고 보는 반면 김은애는 타출을 중심으로 문양으로는 팔화문과 연판문, 기종으로는 유목 민족의 기동성을 위해 만들어진 합과 병 등이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임지윤은 마구와 의대, 무구 등의 유입에 중점을 두었다.

46 송의 금속공예 문화는 전체적으로 당의 금속공예 문화와 유사하다. 또한 요는 당의 금속공예 문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거란족 특유의 문화와 불교문화를 결합

시켜 그들의 금속공예 문화를 전개시켜 나갔다. 따라서 고려에서 지속된 금속공예는 이들 두 국가의 경향을 함께 안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요의 금속공

예에 대해서는 안귀숙, 2010,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요문화의 영향」, 『이화사학연구』4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p.120.

47 “…盛香金鏤銀盤二…” , 『高麗史』 卷129, 列傳42, 反逆3, 최충헌조.

48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21(1067), “정유 국사 해린(海麟)이 연로하여 산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니, 왕이 친히 현화사(玄化寺)에서 배웅하고 차·약·금은그릇·비

단·보물을 하사하였다.丁酉 國師海麟請老還山, 王親餞于玄化寺, 賜茶·藥·金銀器皿·綵段·寶物.”. 다음과 같은 왕의 금, 은 기물 하사 사례는 고려 전반에 걸쳐 꾸준

히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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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뒤에 명문 시문이 진행된다. 명문의 시문은 장식이 없

는 빈 공간에 시문을 하거나, 문양이 시문된 부분 뒤에 명

문을 다시 새긴다. 문양이 시문된 부분의 뒤에 다시 한 번 

명문을 새길 경우 강도가 약하고 물성이 무른 금과 은의 

특성상 이미 문양 시문에서 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시문할 부분의 강도가 더욱 약화되고 두께 역시 

얇아진 상태이다. 따라서 빈 공간에 단독으로 시문된 명

문에 비해 명문을 선각한 단면의 깊이가 매우 얕다. 지금

까지 살펴본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선각으로 문양이 시문된 은제공예품 중에는 표면에 

도금을 한 경우가 있다. 도금은 대부분 기물 제작 및 문양 

시문까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동, 철제 공예품

동과 철은 세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기, 의례기, 마구 등 운송 수단의 세

부 용품 등에 고루 사용되었다. 동은 고려동(高麗銅)이 중

국에서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순도가 높고 질이 우수했

다.49 유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유동(鍮銅)은 금과 은 못

지않게 질이 좋고 판매와 유통이 활발해 상품성이 좋은 편

이었다. 이에 의종 연간에는 상류층에서는 금, 은과 함께 

유동을 별공으로 받아 재산축적의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될 정도로 유동 및 유동제 공예품의 유통이 성행했다.50

철은 민간 채굴이 허용될 정도로 국내 전역에 걸쳐 

산출량이 풍부한 광물 중 하나였다. 때문에 이를 제련해 

표 4 금, 은제 공예품의 유형별 시문 양상

1-1유형 1-2유형 특징

1-1: 선각으로 전체 표현

1-2: 문양 세부 요소를 굵기와 

깊이로 차이를 줘 표현

<은제도금연화당초문합>,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은제방형경갑>, 고려, 동국대학교박물관

2-1유형 2-2유형 특징

2-1:  타 기법으로 장식된 주문

양 및 보조문양의 세부요

소(잎맥 등)를 선각으로 

표현.

2-2: 선각으로 주문양 시문 후 

다른 공간들은 타 기법으

로 장식.

<은제과대장식>, 연천출토, 고려, 국립춘천박물관 <은제침통>, 고려, 미국보스턴미술관

3유형 특징

문양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을 

최대한 얕게 함.

<복녕궁방고명은제접시>,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49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과거부터 우수했던 동의 품질에 대해 기록하며 중국에서 이르는 고려 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 京都 上. 『海

東歷史』에도 유사한 기록이 존재한다.

50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卷乙19, 毅宗23년(1169) 2월, “…內侍劉邦義·秦得文·李竦·金應和·金存偉·鄭仲壺·希胤·魏綽然等, 深結宦寺, 約爲兄弟, 以剝民

媚主爲事. 創寺繪佛, 設齋祝聖. 又制別貢, 金銀鍮銅器皿山積. 由是得幸, 不次除官, 任言責者, 皆阿上意, 無一直諫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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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기술 자체가 이미 발달한 상태였고 사회 전반

에 걸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간 재료였다. 동과 철은 

원 강점기인 13세기 후반 충렬왕 대에 원으로 보내지는 

과도한 양의 공물로 인해 수급이 부족했던 시기를 제외

하고는,51 금과 은의 공급이 부족할 때 대체재로도 활용될 

정도로 제작과 사용의 폭이 넓었다. 어찌 보면 동과 철은 

금, 은제 공예품과 달리 사회 전반, 전 계층에 걸쳐 생활 

기물부터 무기, 의례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된 

재료라 할 수 있다.

동, 철제 공예품에서의 세부 기법은 선조, 점조, 모

조, 축조 모두 사용되었다. 하지만 강도가 높고 단단한 재

료의 특성상 금과 은처럼 선조로 선을 유려하게 표현하기

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인물이나 산수, 보살, 

불상 등 그림과 같이 유려한 선을 써야하는 문양의 경우 

시문이 얕게 들어가는 모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명

문은 보통 선조로 하는데 금, 은기에 비해 필체가 경직된 

편이다. 축조와 점조는 정질이 끊어 들어가는 기법의 특

성상 재료의 물성이 단단하다 하더라도 당초문과 같이 곡

선의 표현에 용이하기 때문에 금, 은기와 마찬가지로 적

재적소에 사용되었다. 아울러 입사와 도금 외에는 타 기

법과의 병용이 금, 은기에 비해 적은 편이다.

시문 유형은 기물의 제작 수법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 철제 공예품은 주로 주물로 기물의 형

태가 제작되었는데 주물로 제작할 때 문양이나 명문의 포

함 여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1유형은 기물의 형태만 주물로 제작한 후 문양을 선

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경상(鏡像)과 같이 기물 면에 

상징이 되는 표상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유물을 위주로 확

인된다. 선의 표현은 금, 은과 마찬가지로 표현할 선의 굵

기에 따라 정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모조법을 사용해 시

문 단면의 깊이를 얕게 해 세밀하게 표현했다. 곡선을 표

현할 때는 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양의 형태에 따

표 5 동, 철제 공예품의 유형별 시문 양상

1-1유형 1-2유형 특징

기물의 형태만 주물로 뜬 후 문

양이나 명문을 선각 시문.

<청동양류관음문도경>, 고려 13~14세기,  

독일쾰른동아시아박물관
<수월관음문동제경상>,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2-1유형 2-2유형 특징

기물과 문양의 형태까지 주물

로 뜬 후 명문이나 문양의 세부 

구성 요소를 선각 시문.

<청동유두>, 고려 11세기, 사뇌사출토,  

국립청주박물관
<철제인장>,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51 이 시기는 원의 수탈로 인해 1287년(충렬왕13) 금제를 시작으로 금속기 자체의 사용과 금속재 채굴을 금지하는 금제가 수 차례 반포될 정도로 금속재 자체

가 부족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동과 철광산의 민간 채굴까지 금지할 정도였다. 유승주, 『조선시대 광업사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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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점조, 또는 축조를 활용해 

전체적으로 곡선이 경직되지 않고 최대한 유연하게 표현

하려 했다. 이는 물성이 유연한 금과 은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강도가 강한 대신 유연성이 낮아 정이 곡선을 따라 한 

번에 이어 선각하기 힘든 동과 철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

다(표5, 1유형-2). 2유형은 기물과 문양 형태를 모두 주물

로 제작한 후 명문이나 문양의 세부 구성 요소 등을 추가

로 선각하거나 이미 제작된 문양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선각을 다시 한 번 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보통 문양

의 형태가 직선 등으로 매우 단순하거나, 동물의 형상과 

같이 모든 형태 요소를 완성한 후 세부적으로 털이나 그 

외 선 등에 선각 시문을 더한다. 명문은 주로 모든 기물과 

문양이 완성된 후 시문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문 유

형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이 외에 동, 철제 공예품 중 상류층과 사원에서 사용

된 유물 중에는 도금이 된 경우가 상당수이다. 도금은 금, 

은기와 마찬가지로 선각까지 마무리된 후 진행된 경우가 

다수이다.(사진7)

Ⅴ.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금속공예 선각기법에 대해 개념, 

당대 기법에 대한 인식과 용어, 시문법과 세부 기법, 시문 

유형과 양상과 시문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을 사용해 선을 표현한다고 여겨졌던 선각기법

의 다양한 시문 기술과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의 선각기법은 다양한 금속 재료로 제작된 기물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의 범

위와 사용자의 계층이 폭넓은 기법이었다. 이러한 이유

에서인지 문헌과 명문, 현전하는 유물을 통해 다양한 기

종에서의 기법 활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기술 문화의 전승과 외교 관계 및 사회상은 이전 시

대에 비해 다채로운 형태의 기법 발전을 수반했다. 또, 당

시 유행했던 다른 금속공예 기법과의 병용을 통해 각 기

법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문양 조형이 지닌 특징과 장식 및 표상성

을 극대화시켰다.

한편 선각에 국한된 유물은 아니지만 유적에서 출토

된 도구 유물을 통해 고려에서 사용되었던 정의 형태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분야에 전승되고 있음을 미흡하게

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관련 기

록과 공방지 등에서 출토된 도구 유물까지 검토해야 한다

고 판단된다. 연구를 지속하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금속공예 기술과 도구의 근간을 보다 명확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선각기법은 유물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

용된 기법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장식 효과가 극대화된 입

사나 타출, 투조 등 여타 금속공예의 시문 기법에 비해 조

망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법이 지닌 보편

성은 전 시대에 걸친 넓은 사용을 전제로 한다. 실제 선

각은 현전하는 우리나라와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공예 유물에 사용되었다.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당대의 유형의 공예품과 공예문화를 구현한 무

형의 유산으로 기술이 이어져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선각이 지닌 보편성은 여러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기법의 개성이 뚜렷하고 시문을 담당했던 고려, 

조선시대 장인과 기술, 현재 전승되고 있는 금속공예 기

술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각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 7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경갑> 고려 1206~1219, 최충헌가 사용, 

국립중앙박물관. A: 앞면, B: 뒷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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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and Type of Line Expression in Goryeo 
Dynasty Metal Craft Engraving

The engraved line expression in metal crafts is a detailed technique of  carving or decorating metal surfaces. This 

technique engraves a line using a tool on the surface of  a metal craft. This technique was used extensively in articles 

made of  various metal materials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the range of  patterns that could be expressed and 

the width of  users was wide .

In this paper, based on relics and literature, the concept of  line representation of  this engraving technique used 

in the metal crafts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perceptions and terms of  the Goryeo Dynasty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users engaged in this craft and the specific patterns and patterns of  decoration were reviewed. Through 

these means, it was possible to confirm various aspects of  a technique that was thought previously to involve just 

simple expression of  lines using tools.

In addition, through the literature, Geumseokmun Gate, and relics currently being transmitted ,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utilization patterns of  techniques used in various types of  objects. Various uses have led to the 

combination with other metal craft techniques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 and while utiliz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iques, this maximized the molding of  various patterns.

In the meantime, it is true that the intaglio  technique in metal crafts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compared 

to the decoration techniques of  other metal crafts, such as inlay, embossing, and openwork techniques in which 

decorative effects are maximized due to the recognition that the technique was used so widely in relics. However, 

the universality of  the technique is premised on its wide use across all eras. As such, it was used in metal craft relics 

that reflect the variou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various cultural aspects that are currently passed down. 

On the one hand, technology has been passed down as a form of  intangible heritage that embodies a longstanding 

craft culture which continues to the present in the fields of  sculptur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such, the 

universality of  Seongak  contains many cultural meanings. In addition, the uniqueness of  the technique is distinct, 

and it is deeply related to Goryeo, who  was in charge of  the use of  technology and craftsmanship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etal craft technology that is currently handed down. I think research on future techniques should 

be continu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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