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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금속공예는 대량생산을 목표로 예술성이 결여된 단순한 표현 방법과 한정적 기술만을 사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개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현대 금속공예의 발전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전해온 전통공예기법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입사공예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당대 문화
와 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금속공예기법이다. 입사기법이 국내에 처음으로 나타난 시대는 삼국시대로 백
제, 가야, 신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입사공예를 현대금속공예에 활용하였을 때 우리 고유의 예술적인 표현과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전통의 기법을 명확하게 익힐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현대공예에 알맞게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비로소 현대 금속공예의 발전
과 우리 고유의 개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 삼국시대 금속공예, 입사공예기법, 선상감(입사), 상감기법, 환두대도

Abstract  Modern metal craft is losing our tradition and personality with simple expressive methods and limited 
techniques without artistry with the purpose of mass production. In order for development of modern metal craft 
and to succeed our unique cultu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that have been 
delivered since the ancient. Inlay craft requires high concentration and technology, and it is typical traditional 
metal craft techniques that show contemporary culture and ideas well.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was the 
time when inlay technique was introduced the first, and it can be seen in Baekje, Gaya and Silla. . 
Furthermore, when inlay craft is applied for modern metal craft, a possibility was found to grant artistic 
expression and historical value of our unique artistic expression and historical value. For this purpose, it is 
expected to establish development of modern metal craft and our unique individuality firmly when continuously 
seeking practical measures that can accept contemporary crafts and expanding opportunities of education to learn 
tradition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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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속공 는 량생산을 목표로 술성이 결여된  

단순한 표  방법과 한정  기술만을 사용하고 있다. 특

히 장신구는 단기 인 이익추구에 해 역사성이 결여 

된,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우리 고유의 개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속공 의 발 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기 한 방법으로 고 부터 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통공 기법을 연구하고자한다. 우리

나라 속공 기법은 다양하지만 그 에서도 입사공

는 고도의 집 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당  문화와 

사상을 잘 보여주는 표 인 통공 기법이다. 입사기

법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 는 삼국시 로 입사공 를 이

해하기 해서는 삼국시 의 기 입사공  유물들을 고

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입사공 의 발달 배경과 삼국시

의 유물들을 통해 기 입사공 를 특징을 각 나라별

로 살펴보고 입사공 의 문양과 조형성의 비교 연구를 

하여 입사공 의 술  표  방법 그리고 역사  의의

와 가치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속공 의 발 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목 을 둔다. 

1.2 연구 방법

삼국시 에 발달한 속공 기법의 종류와 발달 배경

을 살펴보고 다양한 속공 기법  입사기법을 심으

로 개념과 기원 그리고 수용과정을 역사 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입사기법이 출토된 백제, 가야, 신라 각 나라별 입

사기법의 개 양상과 특징을 유물을 심으로 고찰하여 

각각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삼

국의 유물에 나타난 입사공 를 비교분석하고 기 입사

공 의 고찰과 함께 재 우리나라 입사공 의 황과 

국외에서의 통 속공 기법 승 방법을 조사하여 앞

으로 우리나라 입사공 의 계승 방안을 모색한다.     

2. 본론 

2.1 삼국시대의 금속공예

기원  1세기경에 만주와 한반도에는 철기문화를 바

탕으로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 다. 북부의 고구려(高句

麗, B.C. 37∼A.D.668), 남서부의 백제(百濟, B.C.18∼

A.D.935), 남동부의 신라(新羅, B.C. 57∼A.D.935)이다. 

이 나라들 이외에 남쪽의 낙동강(洛東江) 서안(西岸)에

는 가야라고 묶어서 통칭되는 부족국가 연맹 형태의 작

은 나라들이 6세기 엽까지 존재하 다. 가야(伽倻, ∼

A.D,562)는 단일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  단일국

가 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칭하여 3국이라 하고 그 

시 를 삼국시 라고 부른다. 이 나라들은 서로 경쟁하

고, 투하여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문화를 서로 겨루고 

교류하면서 고도의 미술과 문화를 발 시켰다. 한 

국의 한(漢), 진남북조(魏晋南北朝), 수(隨), 당(唐)과의 

군사  충돌, 경쟁  외교활동을 통하여 발 을 도모하

으며, 일본과의 계도 지극히 하 다[1].

삼국시 (三國時代)에는 국가의 체제와 운 이 제도

화되면서 차츰 국가기 에서도 공 의 요성을 인식하

게 되어 신라(新羅)에서는 공장부(工匠府)를 설치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일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高句麗)

나 백제(百濟) 등에도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삼국시

에 창작한 공 품들을 살펴보면 부분이 종교에 의하

여 만들어진 것들이다[2]. 삼국시 에는 ·은·동·철·청

동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여러 종류의 속공 품

이 제작되었고, 음각·양각·투각·도 · 은입사 등으로 장

식하 다. 당시 속공 의 다양한 주조 기법과 투각·선

조1)· 2)·타출3)과 같은 장식 기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삼국시  후반 국에서 불교가 래(고구려 : 372년, 백

제 : 384년)되어 련 속공 품도 제작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불교 속공 품의 발달된 제작 기술을 토

로 당시로서는 최 의 정성과 기술  역량을 발휘한 높

은 수 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3].

2.2 입사기법의 일반적 고찰

입사(入絲)이란 속의 표면에 홈을 고 가는 선이

나 은선 등 연성이 높은 속을 끼워 장식하는 통

인 속 상감 기법을 말한다. 입사란 공물(金工物)의 

표면에 베풀어지는 표면 장식 기법  하나로서 조 (彫

金)기법  상감 기법에 해당한다[4]. 상감이라는 말 이

1) 선조(線彫):금속의 표면에 선 또는 점을 파거나 찍어서 일정
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

2) 누금(鏤金):금 알갱이를 붙여 장식하는 방법.
3) 타출(打出):철판 밑에 모형을 대고 두드려 그 모형과 같은 

모양이 겉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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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는 사실은 속유물의 명

문과 옛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통 인 명칭으로는 입

사, 상감 이외에도 고려시  향완 명문에서는 함은(含銀, 

표충사 향완), 입은·납은(入銀·納銀, 산사 향완), 입사

(入絲, 건 사 향완, 청곡사 향완), 은(縷銀, 흔사 향

완), 은사(銀絲, 백장사 향완) 등의 용어를 사용하 다. 입

사에는 크게 고려시 에 주로 나타난 청동에 은을 감입

한 끼움입사와 조선시  철기의 바탕 면을 쪼아 은을 감

입한 쪼음입사로 분류한다. 끼움입사는 흔히 선상감, 골

상감으로 많이 불리며, 쪼음입사는 엽사기법, 은입사기

법, 박음입사, 무늬박이, 은실박이 등으로 불린다[5]. 

<Table 1> Classification of Korea Inlay Techniques
Classification Inlay method

Engraving

Inlay

(Kkium Ipsa)

Engrave metal object's surface into line or face and 

then inlay line or sheet of other metal. Give the 

finishing touch flat polished metal surface.

Chisel

Inlay

(Jjoeum Ipsa)

Cut a groove tightly metal object's hole or part of 

inlay surface use of chisel and then insert gold or 

silver in the shape of pattern.

<Table 2>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etal Inlay 
Techniques

Inlay technique name Metal Inlay method

Sunsanggam(線象嵌)

Ipsa(入絲)

Engrave metal surface in the shape of 

pattern after inlay thready metal wire.

Pyeongsanggam

(平象嵌)

Myeonsanggam(面象嵌)

Engrave metal surface into wide face after 

inlay thready metal wire.

Pomoksanggam

( 目象嵌)

Engrave metal(usually used iron) surface in 

the shape of fabric pattern after inlay gold 

or silver wire or foil.

Bujosanggam(浮彫象嵌)

Goyuksanggam

(高肉象嵌)

Engrave metal surface after inlay metal of 

pattern more highly than surface, seems to 

be three-dimensional in effect

Soipsanggam(消入象嵌)

Dogeumsanggam

(鍍金象嵌)

Engrave metal surface after inlay Amalgam 

(Mercury+Gold or Silver)

Jeolsanggam(切象嵌)

Ttamipsa

Cut or drill metal after inlay other metal and 

then fixed to solder. 

우리나라의 속공 품에 입사기법이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한(漢)이 설치한 한사군의 낙랑시 음을 이 시

 고분 출토품인 산운조수문통형 구(山雲鳥水文筒形

金具)를 통해 알 수 있다[6]. 한국의 입사기법은 삼국시

부터 활발하게 제작되어 재까지 20여 의 유물이 해

지고 있으며 부분이 고리자루 칼(환두 도)이다. 한 

일부의 화살통장식과 교구(鉸具:허리띠 장식물) 등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입사유물의 시 별 분포로는 삼국시

의 입사공 가 백제에서 시작하여 가야, 신라로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7]. 삼국시 에는 선으로만 입

사되어다가 통일신라시 에 이르러 속의 얇은 이 입

사재료로서 병용되었다. 이러한 끼움입사기법은 고려시

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 을 보이면서 조선시  기

까지 계속된다. 조선 기에 이르러 끼움입사 외에도 새

로이 쪼음입사기법이 도입되었다[8].

<Table 3> Period of Korea Inlay Techniques
Period Base metal Inlay material Inlay method

Three

Kingd-

oms 

Baekje

Iron Gold, Silver
Engraving Inlay

- (線象嵌)
Gaya

Silla

Unified Silla Iron, Bronze

Gold, Silver, 

Lacquered

(Okkchil)

Engraving Inlay

- (線象嵌&面象嵌) 

Goryeo Iron, Bronze

Gold, Silver, 

Paulownua 

tree(Odong)

Engraving Inlay

- (線象嵌&面象嵌) 

Joseon Iron, Bronze

Gold, Silver, 

Lead, 

Paulownua 

tree(Odong)

Engraving Inlay

(線象嵌&面象嵌),

Chisel Inlay

( 目象嵌),

Ttamipsa(切象嵌),

Dogeumsanggam

(鍍金象嵌)

2.3 삼국시대의 입사기법과 조형성

삼국시 의 입사유물은 백제에서는 4-5세기, 가야에

서는 5-6세기, 신라에서는 6세기에 주로 나타나며 고구

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9]. 출토된 유물의 수는 

으나 공통 으로 가장 단조로운 끼움 입사를 사용하 음

은 알 수 있다. 음각한 홈의 단면은 거의 V자이고 입사재

질은 , 은, 동을 합 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합  조성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합

술이 고도로 발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  

입사유물은 지배계층의 권 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고리

자루 칼이 부분이다[10]. 

2.3.1 백제의 입사기법과 조형성 

백제에 입사공 품이 출 한 시기는 4세기 반 경으

로 백제의 국력이 크게 성장했던 시기이다. 백제는 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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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ju city Suchon-ri No.1- Sword with Ring Pommel)

[Fig. 2] Gongju, Suchon-ri placeⅡ No.1 excavation, 
Iron Sword with Ring Pommel of two 
dragons pattern that Silver inlaid, the end 
4th century

신장으로 속공  기술력도 성장시켰다. 우리나라 고

의 유물 에 입사기법이 알려진 것은 재 일본의 석상

신궁(石上神宮)에 보 인 백제의 칠지도(七支 )로, 여

기에 표 된 입사기법은 조형  장식성의 목 을 갖기 

보다는 기록을 한 방법으로 역사  의의를 갖는다. 4세

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 화성리 출토 고

리자루 칼의 입사 기술력은 한 층 더 장식  성격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Front)               (Back)

(Cheonan city Sword with Ring Pommel)

[Fig. 1] Cheonan, Hwaseong-ri excavation, Iron 
Sword with ring pommel of Silver inlaid, 
the late 4th century 

1991년 천안시 화성리 A지구 1호묘에서 출토한 철제

은입사 환두 도의 환두부 내측면(内側面)에 연하여 상

(上), 하(下) 각각 한 씩의 가는 은사(銀絲)를 상감(象

嵌)하여 테두리선을 돌리고, 외측면(外侧面)의 가운데에  

인동당 문(忍冬唐草文)을 상감하 다. 이 인동당 문과 

상, 하의 테두리선 사이에는 도모양의 당 문(唐草文)

이 사상감기법(絲象嵌技法)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다

[11]. 화성리 출토 고리자루 칼의 문양은 칭  균형을 

이루고 있어 구성과 강인성 그리고 안정성을 느끼게 

한다. 한 규칙 인 반복 사용으로 차분한 리듬감을 보

여주고 있다. 회  반복하는 문양은 통일성을 가지면서

도 화려한 장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주시 수 리 고분은 4세기말 후의 백제 지방귀족

의 무덤으로, 1, 3, 4, 7호에서 은상감환두 도가 각각 1

씩 출토되었다. 1호 토  목곽묘의 환두 도의 환두(換

頭)4)는 약간 납작한 형태로서 룡문(雙龍紋)이 상감되

어 있다. 환두의 경우 둥근 고리를 따라 두 마리의 용무

늬를 은선으로 상감하 다. 두 마리의 용은 고리의 측면

에 뒷다리를 두고 고리를 따라 상승하여 가장 높은 곳에

서 서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도록 도안되었다. 앞발과 뒷

발은 각기 왼쪽 발을 조  더 앞쪽으로 새겨 진감(前進

感)을 주었으며, 용은 입을 조  벌렸고 을 표 하 다

[12]. 공주 수 리 1호 용문고리자루 칼의 병두 구5)와 

병녹 구6)에 입사된 곡선은 규칙 인 반복으로 시각  

통일성과 리듬 고유의 규칙성을 통해 리드미컬한 느낌을 

표 하고 있다. 한 환두(環頭)의 용문은 칭  구도

는 용맹한 기상을 강조하고 있다.  

2.3.2 가야의 입사기법과 조형성

상감문양이 있는 유물은 특히 가야지역에서 집 으

로 발견되었다. 경남 함안은 가야의 강국인 안라국(安羅

國)의 고지이다. 함안 마갑총(馬甲塚)은 왕족의 무덤으로 

과 은으로 장식된 칼 1 이 출토되었다.

(Haman city Magap grave, Iron Sword with Ring Pommel)

[Fig. 3] Haman, Magap tumulus excavation, Iron 
Sword with ring pommel of Gold&Silver 
inlaid, the middle 5th century 

4) 환두(環頭):칼손잡이 둥근고리.
5) 병두금구(柄頭金具):병부(柄部:손잡이)과 환두 사이에 있는 금구.
6) 병녹금구(柄綠金具):병부(柄部)와 도신( 身:칼의 몸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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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마갑총(馬甲塚) 출토 도의 손잡이와 칼등에는 

톱니무늬(거치문:鋸齒紋)가 입사되어 있으며 손잡이에는 

물고기 비늘무늬(인상문:鱗狀文)가 장식되어 있다.  도신

부( 身部)의 단면은 세장한 이등변삼각형으로 도신의 

배부(背部)7)에는 1 로 거치문이 상감 되어있다. 환두

부는 말각방형8)의 소환이나 환두부의 외연에 거치문(鋸

齒紋)이 연속되어 있고 거치의 사이에 원 문(圓点紋)이 

상감으로 표 되어 있다. 칼등과 환두부에 시문된 상

감기법은 속표면에 V자 홈을 서 가느다란 사(金

絲)를 홈에 박아 넣은 후 표면을 일정한 방향으로 연마한 

선상감(線象嵌)기법임을 알 수 있다[13]. 마갑총 출토 환

두 도의 손잡이는 다른 고리자루 칼과 달리 장방형(長

方形)으로 곡선형이 복합된 형태이다. 입사 문양의 경우 

각선이 반복된 선으로 선의 방향성을 갖게 됨과 동

시에 다이나믹한 운동감을 보인다. 선의 일반 인 특

성은 직선의 특성과 곡선의 특성을 공유하고 동시에 

화하는 특성을 갖는다[14]. 병부 그리고 칼등부분까지 

체 으로 유사한 문양을 사용하여 조화와 통일감을 찾아

볼 수 있다. 

       

 (Okjeon No.35)/(Okjeon No.70) Sword with Ring Pommel

[Fig. 4] Hapcheon-gun Okjeon No.35 tumulus 
excavation, Iron Sword with Ring 
Pommel of phoenix design that Silver 
inlaid, the end 5th century /  Okjeon 
No.70tumulus excavation, Iron Sword 
with Ring Pommel of Silver inlaid, the 
end 5th century.

합천 옥  35호분과 70호분에서 발견된 환두 도에서

도 다양한 문양의 입사를 찾아볼 수 있다. 35호분에서 발

견된 운 문 환두 도는 환두의 고리 내에 은입사 된 

수(禽獸)의 머리가 장식되어 있으며 병두 구에는 상

선문(波狀線文)이 그리고 그 내구에는 당 문(唐草文)인

지 무문(玄武文:거북과 뱀의 얽  있는 형상)인지 분간

되지 않는 문양이 은입사 되어 있다. 70호분에서 발견된 

은입사 환두 도는 환두 내측면에 좌우 칭으로 도모

양의 당 문 (唐草文帶)가 시문되어 있으며 병부에는 

얇은 철 으로 된 통 구(筒金具)가 돌려져 있는데 여기

에도 양단에 은선으로 선문(線文)을 돌리고 그 내부에는 

도식화된 조두형(鳥頭形)을 2단으로 입사되어 있다. 미

구(鞘尾金具)는 심하게 손되었지만 상단부에는 피상

당 문 가 은입사 되어 있다[15]. 합천 옥  고분 출토 

환두 도의 환두 내측에 치한 새머리 형상의 장식과 

함께 표 된 입사 문양은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조

란 어떤 주변조건에 따라 특정 부분을 강하게 하여 변화

를 주는 요소이다. 이것은 체  통일감을 얻기 한 부

분 이고 소극 인 방법이지만 때에 따라서 가장 강한 

통일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16]. 한 감입된 문양의 부

드러운 곡선은 생명력을 표 하고 복잡하고 섬세한 입사

로 복합 이고 강한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 Namwon-gun Wolsan-ri, Sword with Ring Pommel)

[Fig. 5] Cheonrabuk-do Namwon-gun Wolsan-ri 
M1-1 tumulus excavation, Iron Sword 
with Ring Pommel of little flowers & 
tortoise shell pattern that gold & silver 
inlaid, the beginning 6th century.

남원 월산리와 청계리의 경계지 에 치한 가야계 

고분군에서 출토된 환두 도에는 화려한 소화문과 귀갑

문으로 입사되어 있다. 상감은 환(環)의 외측면에 귀갑문

(龜甲文)과 집선문(集線文)으로 감입되어 있으며, 병두

구에는 귀갑문과 함께 피상선문(彼狀線文)으로 입사되어 

있다. 상하권 의 피상문과 국문(菊文)의 화변(花辨)은 

사(金絲)로 나머지는 은사(銀絲)로 입사되어 있다. 

한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 Ⅲ-1호분 출토 귀갑문은입

사규환 도(龜甲文銀入絲圭環大 )에도 유사한 문양으

로 귀갑문과 내부에 동물을 상징하는 말, 황 등과 화문

7) 배부(背部): 칼등 부분.
8) 말각방형(抹角方形):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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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文), 문(巴文)이 은입사 되어 있다[17]. 남원 월산리

와 창녕군 계성면 출토 환두 도에 사용된 입사 문양  

귀갑문과 집선문은 면의 공간을 분할하고 곡선의 피상선

문과 국문, 화변 등을 함께 사용하여 체 인 조화를 연

출하고 있다. 곡선은 유연성, 온화성, 여성성을 보여주지

만 자칫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단 을 직선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함께 사용함으로서 보완하여 화려함 

속에 형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2.3.3 신라의 입사기법과 조형성

 

(Gyerim street No.14, harness a horse X-ray)

[Fig. 6] Gyeongju city Gyerim street No.14 
tumulus excavation, Iron harness a 
horse of gold & silver inlaid, the 
middle 5th~the beginning 6th century 
(http:// www.hankookilbo.com)

신라시  입사기법은 삼국  가장 늦은 시기에 사용

되었으나 가야의 발달된 기술에 향을 받아 다양한 문

양으로 감입된 유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환두 도

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입사기법과 달리 경주 계림로

(鷄林路)에서 출토된 말 안장가리개(안교,鞍橋)와 허리띠

꾸미개(銙板)에 정교한 은 입사 기법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주 계림로(鷄林路) 14호분 출토 입사유물은 5세기 

반에서 6세기 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장

품으로 ·은 입사기법이 확인된 유물은 말안장의 앞과 

뒤를 가리는 가리개 2벌과 띠고리꾸미개 4개로, 말안장

가리개는 쇠 의 앞면에 가는 홈을 내고 그곳에 각각 

과 은을 메워서 용(龍)무늬와 톱날 무늬를 만들었으며, 

띠고리꾸미개는 맞새김(투조)으로 새 혹은 식물의 넝쿨

무늬를 새기고 입사를 한 뒤 바깥쪽에 은 을 덧 어 장

식성을 높 다[18].

 

(Gyeongju city Hou-tumulus, word with Ring Pommel)

[Fig. 7] Gyeongju city Hou-tumulus excavation, 
Iron Sword with Ring Pommel with 
phoenix decoration of gold & silver 
inlaid, the 6th century(The Golden Arts 
of Silla, Gyeongju National Museum, 
p.224, 2001)

경주 호우총(壺衧塚) 출토된 환두 도 환두부에는 단

용문(單龍文)이 장식되어 있는데 도신부( 身部) 양면에

서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문양이 상감기법으로 표

되어 있다. 용은 사(金絲)로, 물고기는 은사(銀絲)로 각

각 표 되어있다. 상감문양은 용과 물고기의 특징만을 

외형 으로 간략하게 묘사하 으며 물고기문양은 신라

권역의 분모에서 확인되는 문양과의 비교한 결과 신물 

는 물로서의 잉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9].

계림로 출토 안교(鞍橋:다리 모양의 말 안장)와 호우

총 출토 도의 용문은 좌우 칭구도로 동 이며 안정감

을 느낄 수 있다. 칭은 정돈하기 쉬운 기본 인 스타일

로서 질서 있고 안정감 있는 것에 좋고 통일감이 있는 균

형을 얻을 수 있다[20]. 한 상곡선의 문양은 물의 흐

르는 듯 수평  선의 흐름으로 지속성 있는 시간  공간

을 표출하고 있다. 

2.4 전통금속공예 전승 사례

통공 기법을 화한 사례로 해외 기업인 덴마크 

조지젠슨(Georg Jensen)사가 표 이다. 젠슨사는 1904

년에 설립하여 재까지 운 되고 있는 공방으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 공 가를 양성하고 합리 인 경 방식을 도

입하여 통 공 품의 생산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알

려져 있다. 조지젠슨사는 장신구를 비롯한 다양한 속

공 품을 생산하고 있다. 통 인 식사용 은기를 스테

인리스 스틸로 복제,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제품, 

은도 제품 등의 통 공 품을 개발하고 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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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공 와  소비자 취향을 반 한 디자인으로 역사성

과 시장성을 동시에 선보이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3. 결론 

삼국시 에는 철기문화의 유입으로 입사공 가 사용

되기 시작하 다. 입사기술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때는 고려시 음에도 본 논문에서 삼국시 의 입사공

를 연구한 목 은 에 이르기까지의 입사공  과정

을 이해하기 해서이다. 삼국시  입사공  유물의 다

수는 고리자루칼로 환두(換頭)에 심 으로 나타났다.  

환두에 표 된 입사공  형태는 각 나라마다 유사 과 

차이 이 나타났으며 각각의 조형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는<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Comparative formative of 
excavated relics of Three Kingdom 
period 

Comparati

-ve Period

Baekje

4∼5th century

Gaya

5∼6th century

Silla

6th century

Excavated 

relics
Iron Sword with Ring Pommel

Iron Sword with 

Ring Pommel, 

Iron harness a 

horse, Belt

Pattern

design

honeysuckle 

arabesque,

arabesque,

waving line,

pair of dragons

Saw-tooth,

waving dotted line,

arabesque,

pair of bracken

waving line,

tortoise shell,

chrysanthemums

fishes, dragons,

animals

Formative 

characteri-

stic

iterative rotation partition of space
symmetric 

composition

curve curve, straight line curve

simple curve, 

iterative pattern

mixed variety 

patterns

detailed design 

pattern

rhythmic, 

dynamic

rhythmic, dynamic,

sense of space, 

harmony, balance

rhythmic, 

sense of space, 

harmony, unite

삼국시  입사 문양양식은 단순한 당 문이 반복되는 

형태로 제작되다 귀갑문이나 어용문 등의 복잡한 문양양

식으로 차 변천되었다. 기에는 입사기술력이 부족으

로 단조로운 기법만을 사용하 다가 기술력이 발달하면

서 화려하고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는 문양을 표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백제의 입

사공 는 단순한 곡선의 반복에 의한 경쾌한 리듬감과 

운동감에서 소박한 화려함을 느낄 수 있고, 가야는 단순

한 반복을 넘어서 여러 문양을 감입하여 리듬감 속에 변

화를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극도로 화려함을 표

하고 있다. 신라는 구체 인 형태를 곡선의 문양과 함께 

감입하여 체 인 조화와 균형을 통해 정돈된 화려함,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기 입사기법은 일부분을 장식

하기 해 세부  묘사력에 집 되었지만 차 화려한 

장식 속에 체 인 형과의 조화를 한 조형 원리들이 

차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사공

는  속공 품에 강조의 표 과 장식 그리고 의

미가 담긴 문양을 통해 우리 고유의 술 인 표 방법

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입사공 는 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각 시, 

도 무형문화재들로 승· 계승되어오고 있으며, 소수의 

속공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제작 공

정의 난이도가 높아 다양한 공 품에 활용이 은 편이

다.  우리나라는 입사장 홍정실, 조각장 김철주를 비롯해 

김용운, 이경자, 남경숙 등이 입사기법을 이어가고 있으

며 통공 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 Silver pot-The scent of bamboo, Hong Jeongsil Ipsajang)

[Fig. 8] Made by Hong Jeongsil(Korea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78 Ipsajang 
(Silver or Gold Inlaying) transmission 
possessor, Silver pot of gold & silver 
inlaid-The scent of bamboo (http://blog. 
daum.net/dasan518 /6567106)  

통공 기법은 오랜 역사 속에서 계승· 발 되어온 

우리의 문화이며 속공  발 에 거름이 되었다.  

통공 기법  하나인 입사기법은 선의 요소에서부터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형의 요소가 활용되며, 조형의 

원리에 의해 기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화  표

까지 가능한 공 기법이다.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표 과 

우리 고유의 미  표  가능하기에 앞으로 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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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을 해 입사기법의 계승 · 발 해 나아가야할 필요

성을 갖는다.

입사기법을 비롯한 통공 기법은 많은 시간과 복잡

한 제작과정을 요구하기에 공 에 활용하기에 어려

움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첫 번째, 

통의 기법을 명확하게 익  본질을 이해하고 공

에 알맞게 수용할 수 있는 실용  방안을 지속 으로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조지젠슨사의 략처럼 과거의 기술

을 학습하여 통을 재 하기도 하고 새로운 재료를 활

용하여  표 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입

사기법의  활용을 해 입사기술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체험과 련 공 품의 시를 활

성화하여 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사공 는 수공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량생산

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한  기술과의 한 조화

를 모색하고 입사기법의 우수성과 역사  가치를 앞세울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디자이 와 장인

과의 력이 필요할 것이다. 

 속공 의 발 과 우리 고유의 개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해서는 앞으로도 통공 를 지속 으

로 계승· 발 의 노력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로써 세계

으로 그리고 우리의 후세에도 우리나라 통공 의 우수

성을 알리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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