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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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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를	넘어서는	발전을	이룩했다.	가장	먼저	돌과	나

무를	수렵과	채집	도구로	사용하였고,	이어서	흙으로	빚어	구운	토기를	발명하면서	정착	농경	생활

에	어울리는	그릇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목기와	토기는	결함이	뚜렷했다.	흡습성	때문에	액체를	

담기	어렵고	쉽게	손상된다.	토기는	유약층이	있는	도자기로	진화했지만,	금속	제련	기술에	따른	

고온	가마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기물에	도막을	입히는	방습·방충	기

술을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발견하였다.	바로	옻칠	기술이다.

피부질환을	무릅써야	하는	옻액	다루기,	고온다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경화	과정	등	칠기	공정

은	섬세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옻칠	기술을	각지에서	체득할	정도

로	그	장점을	일찍부터	깨달아	활용하고	있었다.	옻칠은	가죽과	도토기,	금속기의	접착과	표면	보

호에도	널리	사용되었고	특히	목제	기물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어왔다.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는	건성유와	수지를	혼합한	다양한	바니시(varnish)를	사용해	온	반면,	아시아에서는	옻칠을	도료

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옻칠은	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훌륭한	재료이자	기술이라	

할	것이다.1)	본	발표에서는	동북아시아	옻칠	기술의	시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	칠기	기술의	

변천과	전승	현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옻칠	기술의	시원과	한국의	고대	옻칠	공예

1)	동북아시아	옻칠	기술의	시원

옻나무(Toxicodendron	vernicifluum)의	진액을	채취하여	기물	표면에	발라	도막을	형성하는	기술

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쌍자엽식물강	이변화아강	무환자나무목	옻나무과	옻나무속	나

무는	열대에서	온대까지	200여	종에	이르는데,	한국에는	참옻나무,	개옻나무,	검양옻나무,	산검양

옻나무,	넝쿨옻나무,	붉나무의	6종이	자생한다.2)	동북아시아에서는	주로	참옻나무,	동남아시아에

서는	검양옻나무	등에서	옻액을	채취하는	차이가	있지만	옻칠하는	기술은	아시아	각지에서	자생적

으로	발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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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000년경	중국	저장성(浙江省)	허무두(河姆渡)	유적에서는	칠을	모으는	통,	붉은	칠	완,	

견갑골을	칠로	접착한	호미가	발굴되어	옻이	도료	및	접착제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벼농사	유적에서	본격적인	칠기가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옻칠의	시원은	그	이전

으로	올려볼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가키노시마(垣ノ島)	유적에서는	기원전	7,000년경	

산화철	안료를	옻에	개어	바른	토기가	출토되었고,	후쿠이현(福井縣)	미카타호(三方湖)	연안의	토

리하마(鳥浜)	패총에서는	기원전	4500년경의	붉은	칠	목제	장식	빗	등의	칠기가	발굴되었다.3)	한

국에서도	신석기시대부터	옻칠을	썼을	것이라는	가설은	최근	경상남도	밀양	신안유적	및	거제	농

소면	유적	출토	붉은간토기의	성분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4)	토기	표면에서	기원전	3,000년	경	

옻산(urushiol)의	주성분인	페놀계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안료를	도포하는	접착제로	옻칠을	사용

했던	것이다.	기원전	5~6세기	유적인	전라남도	여수	적량동	고인돌에서는	비파형	동검의	목제	칼

집에	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옻칠	파편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삼국의	옻칠문화는	신

석기시대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아시아의	옻칠	문화는	역사시대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2)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옻칠	공예

기원전	1세기	초기철기시대	유적인	창원	다호리와	광주	신창동에서는	한국식	동검의	칼집과	자루

를	비롯한	무기류,	굽다리접시	등의	제기,	부채자루	등의	의장품이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이

들은	목기	표면에	직접	칠을	하는	목심칠기(木心漆器)가	주를	이루며,	도기에	칠을	올린	도태칠기

(陶胎漆器),	대나무	살을	엮어	뼈대를	마련한	남태칠기(藍胎漆器)도	일부	발굴되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칠액을	담았던	토기와	도포용	주걱,	마연용	삼베	등이	함께	출토되어	제작지와	사용지

가	일치하고	있다.	다호리와	신창동	출토	칠기는	형식과	기법이	중국과	계통이	달라	자생적으로	칠

기가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5)	이	시대의	칠기는	소지	깊숙하게	칠이	스며들어	있어	점도가	낮

은	칠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6)	대부분	바탕칠	없이	목심에	칠을	얇게	여러	번	발랐는데	흑

칠과	투명칠을	번갈아서	도포하여	4~5회	칠한	것이	많다.7)	기장	고촌리	유적	등에서	옻액을	끓여	

정제했던	유적이	확인되므로	생칠의	수분을	낮추어	투명칠로	정제하는	기술이	이	시기부터	마련되

었음을	알	수	있다.8)

한편	기원전후	평양	일대의	낙랑군(樂浪郡)을	통해	중국의	칠기도	수입되었다.	직물	뼈대에	두껍

게	칠살을	올린	협저칠기(夾紵漆器)가	기본이며	목심에	베를	바른	목심저피(木心苧被)와	남태칠

기도	있었다.	귀달린	잔(耳杯)과	여러	층을	겹쳐	사용하는	그릇인	합(盒),	렴(奩)	등이	많이	출토되
었다.	그릇	안쪽에	붉은색을	칠하고	바깥쪽에	검은색을	칠하는	것이	기본	장식이고	칠에	다양한	안

료를	섞어	문양을	그리는	칠화(漆畫),	금박	장식	기법도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귀	잘린	
잔과	접시의	칠층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내측의	주칠	아래에	토분,	골분,	목

분이	혼합된	바탕칠층이	확인되었다.9)	이는	중국	한나라	칠기의	제작수법과	일치한다.	한나라	칠

기는	소지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데	많은	공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눈메우기	공정이	다양하고	섬

세하게	발달하여	토분과	함께	골분이나	목분,	고미분(菰米粉)	등	다양한	분말을	섞어	바탕칠에	알

맞게	사용하였다.10)	낙랑	출토	칠기가	한나라에서	제작된	것을	직접	수입한	것인지	혹은	옻칠	기술

자가	건너와	한반도	내에서	제작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이후	삼국시대	칠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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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한국	옻칠	공예

삼국시대는	초기철기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낙랑	칠기	문화가	결합하고,	당나라에서	새로이	

유입된	장식기법이	어우러져	수준	높은	옻칠	문화를	향유한	시기이다.	신라는	칠전(漆典)이라는	

중앙	관서를	운영하여	칠기를	왕실의	통제하에	두었다.	황남대총,	천마총	등의	고분과	월지	등	궁

궐유적에서	많은	칠기가	발굴되어	신라	옻칠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서울	석촌동	5호	대형	움무덤,	

공주	무령왕릉,	부여	능산리사지	등	왕실	관련	유적에서	많은	옻칠	기물이	발굴되어	백제에서도	칠

기를	국가	및	왕실	차원에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의	상류계층도	칠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음을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도	초기철기시대에	이어	목심칠기가	기본을	이루었으나	목심에	베를	바르고	골분과	토

분을	생칠에	섞어	바탕칠하는	수법은	한나라	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백제	무령왕릉	

출토	목관은	101μm,	족좌는	160μm의	칠층이	확인되는데	베는	바르지	않았고	3개	층의	옻칠은	모

두	평평하고	매끄럽다.11)

토분이나	골분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소지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눈메우기가	

중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잘	정제되어	투명도가	높은	칠을	사용함으로써	흑칠과	주칠의	색감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골분의	미세한	정도를	조절하여	바탕칠을	2회	이상	하는	등	기술의	규격화	경향이	나

타났다.12)	안압지	출토	은평탈화형칠기,	칠기대접	등을	관찰해보면	비교적	굵은	골분과	토분으로	

아래쪽에	바탕칠을	하고	그	위에	고운	골분으로	바탕칠을	더한	후	2~3겹의	칠을	더	올리는데,	주

칠	등의	색칠을	상칠한	후	마지막에	투명칠로	마감하였다.	칠층의	두께는	직물	층을	제외해도	338

μm~565μm	정도이므로	삼국시대	이전의	칠기에	비하여	훨씬	도막이	두껍다.	귀금속	문양판을	옻

칠로	붙이는	평탈(平脫)	기법은	이후	한국	나전칠기의	원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고려시대	이후의	한국	옻칠과	나전	공예

1)	고려시대의	옻칠과	나전	공예

고려시대의	칠기는	현존	수량은	적으나	경함(經函),	모자합(母子盒)	등의	나전(螺鈿)	공예품이	현

존하고	있어	기술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송과	요,	일본	등의	칠기도	교역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접했음이	기록에서	확인된다.13)	고려	때	왕실	기물을	담당한	관청인	중상서(中尙署)에는	칠장

(漆匠)이	예속되어	있었고,	전국에	산재한	칠소(漆所)에서	옻액을	공납	받아	중앙에서	고급	칠기를	

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칠기는	탁잔	등	상류계층의	생활용품	및	경함(經

函)	등	종교적	기물로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성의	일상에서도	칠목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유물이나	기록으로	전하는	것은	적다.

고려시대	칠기는	목심	표면에	직물을	입히고	골회와	옻칠을	순차적으로	도장한	목심저피칠기가	일

반적이었다.	목심은	두께가	얇아	못을	사용해	조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교,	어교	등	접착제로	부

재를	결합한	뒤	전체적으로	직물을	피복하여	강도를	보강했다.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자합의	

11  李容喜	위의	글,	39~42쪽.

12  李容喜	위의	글,	49~57쪽.

13  일본인	42명이	나전,	안장,	벼루

상자	등을	바치기를	청하다.	『고

려사』	문종	27년	계축년(1073)	

7월;	송나라	사신이	화려한	안장

을	얹은	말	네	필	등의	선물을	보

내오다.	『고려사』	문종	32년	무

오년(1078)	6월	25일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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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체	칠층의	두께는	523μm,	골분을	섞은	바탕칠층은	최대	380μm	이며	그	위에	3층으로	옻

칠을	올렸다.	석황,	진사	등을	섞은	색칠	층이	뚜렷하다.	이러한	칠층	구성은	통일신라시대의	수법

을	이어받아	더욱	섬세하게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전포류수금문향상(螺鈿蒲柳水禽文香

箱)은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주목되어	왔다.	『조선고적도보』의	흑백사진으로만	전체적	형태를	알	

수	있을	뿐,	극히	얇은	소지가	한국전쟁	때	훼손되어	파편으로	전하고	있다.	목심에	밑칠을	한	후	비

단을	바르고	골회를	섞은	바탕칠을	올린	후	투명칠을	2~3회	거듭하여	광택을	냈는데,	대모와	나전	

등을	바탕칠	위에	올렸고,	묘금은	상칠	위에	장식했다.15)	따라서	겹겹의	투명한	칠층에	따라	문양

의	빛	반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이며	그	장식효과는	대단히	섬세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나전칠기는	섬세하고	정교한	구성을	보여준다.	1123년	개경을	방문하여	『선화봉사고

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남긴	북송의	사신	서긍(徐兢,	1091-1153)은	“기물에	옻칠하는	일

은	그리	잘하지	못하지만,	나전	공예는	세밀하여	귀하다	할	만하다(器用漆作不甚工,	而螺鈿之工,	

細密可貴).”라	하였다.16)	고려	칠기의	세공	기술이	송나라보다	열등하였지만	나전	장식기법만은	

매우	섬세했다는	기록이다.	고려는	동시대	중국에서	유행한	칠	조각	기법에는	뛰어나지	못한	대신,	

나전	기법의	정교함을	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17)	고려	나전칠기는	문양의	구성요

소	각각을	극히	작은	부분으로	오려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문을	기본으로	연꽃,	국화,	모란	

등의	꽃무늬를	조합하였는데	문양단위	하나의	크기가	1cm를	넘지	않고	작은	것은	2~3mm에	불과

하다.	줄톱	등의	세공도구가	없었던	시대에	전복패를	이정도	크기로	잘라내는	것은	고도의	손기술

을	필요로	했다.18)	고려의	나전	장인들은	대모,	동선	등의	재료도	함께	사용하여	정교하면서도	과

하지	않은	우아한	장식성을	성취하였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	황후가	나전칠기	경전함을	요구해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을	설치하여	응대한	기록이	전한다.19)	오늘날	세계	각지에	전하는	10

점	내외의	나전	경함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옻칠과	나전	공예

조선시대의	칠기	공예는	고려의	기법을	계승·변주하되	제작	및	사용의	저변을	더	넓히는	방향으

로	전개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칠장과	나전장이	경공장과	외공장으로서	국가에	예속되어	활동했

다.	『세종실록』의	한	기사는	예빈시(禮賓寺)에서	매년	주칠기는	구입하고	목기는	공납을	받아	사용

했다고	전한다.	공임과	재료가	값비싼	주칠기는	전문	장인에게	주문하고,	비교적	헐한	목칠기는	공

납으로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20)	세종은	주칠기	금제를	내려	사치를	경계하고	왕실의	위엄을	높이

고자	하였는데,	공예	전반에	사치를	금하고	정교한	기물은	왕실에서만	주문	제작하여	사회적	위계

를	분명히	하고자한	태도는	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21)	이러한	금제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왕실용	

주칠기와	민간의	흑칠·접칠이	이원화되었다.	내사품(內賜品)	주칠기를	모방한	칠기	유행은	색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열망과	동경을	잘	보여준다.22)	칠기	수요는	조선	후기에	더욱	증가하였다.	

현존하는	조선	전기의	칠기는	나전	연화당초문	관복함이	주를	이루어	상류계층의	기물임이	뚜렷한

데	비하여,	19세기	이후의	나전	칠기는	빗접과	함지박을	비롯한	일상	기물까지	아우르고	있어	그	

외연의	확대가	뚜렷하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로부터	목칠	기법이	이어졌을	것임은	자명하나,	조선	전기의	실례는	적은	

편이며	칠층	분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하다.	다만	목심에	밑칠을	하고	그	위에	직물을	바

른	후	토분을	섞은	바탕칠을	올리고	중칠,	상칠로	이어지는	여러	겹의	투명칠을	올리는	방식이	상

14  이용희,	박수진,	윤은영,	정혜진,	

「고려시대	목심칠기(木芯漆器)

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보존

과학』15(2014),	pp.78-95.

15  이용희,	「고려시대	<포류수금나

전묘금향상>의	현황,	재질	및	제

작기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나전향상과	동아시아	칠기』

(서울:	AMI아시아뮤지엄연구소,	

2014),	23~54쪽.

16  『고려도경』	권23,	잡속2,	토산

17  당시	송에서는	조칠(彫漆,	또는	

剔紅),	즉	칠을	여러	겹	올린	후	

깊게	조각하여	문양을	도드라지

게	나타내는	기법이	발달하고	있

었다.	또	금분을	개어	칠기에	그

림을	그리는	묘금(描金),	금실을	

놓고	칠한	후	갈아내는	일종의	

입사기법인	창금(戧金)	또한	성
행했다.	현존하는	고려	칠기	가

운데에	이러한	유물은	찾기	어려

우며,	불교회화를	통해서	그	존

재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8  최공호,	「나전칠기,	퇴색하지	않

는	빛의	스펙트럼」,	『세밀가귀:	

한국	미술의	품격』(서울:	삼성미

술관	Leeum,	2015),	268~269

쪽.

19  『고려사』	원종	13년	임신년

(1272)	2월	15일

20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1420)	윤1월	29일

21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1419)	6월	11일;	권30,	세종7

년(1425)	10월	30일	등.	한편	

주칠에	대한	상류층의	욕망은	계

속되어	금제를	어기고	사용하는	

자들이	많았음은	『중종실록』	권

26,	중종	11년(1516)	11월	8일	

참조.

22  황지현,	「조선시대	목칠가

구」,	국립김해박물관,	위의	책,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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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였음은	추정할	수	있다.	16~18세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나전장식	관복함들은	그	대표적인	작례

라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의	칠기	칠층	분석을	시도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탕칠은	정제하지	않

은	생칠을	쓴	경우가	많고,	골분과	토분을	섞거나	토분만을	섞은	사례가	함께	발견된다.	삼베를	바

르지	않고	목심에	바로	옻칠을	올린	경우가	많았으며	바탕칠	위의	투명칠	층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얇고	2회	또는	1회	도포에	그치기도	한다.23)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간략화된	기법이다.	칠기	수요

의	증가에	따라	칠을	아끼기	위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나뭇결을	드러내고자	접칠이	성행한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조선	시대의	나전칠기도	그	기법은	고려에서	이어졌지만	정교한	문양	조합	대신	공력은	덜	들이면

서도	자개	본연의	빛깔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자개를	큼직하게	잘라	하나의	문양으로	

만드는	주름질은	자개	표면의	칠을	긁어낼	수	있어	빛깔이	더	찬란하게	드러난다.	자개의	곡면을	

망치로	때려	부착시켜서	자연스럽게	금이	가게	만드는	타찰법(打擦法)은	주름질과	잘	어울리는	기

법이다.	자개를	얇게	갈아내어	국숫발처럼	잘라놓은	상사를	사용하여	직선을	끊어가며	연출하는	

끊음질	기법도	발달했다.24)	이러한	기술	발달에	힘입어	나전의	제작단가는	내려가고,	더	많은	수요

층이	나전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근대기	나전공예의	변천과	계승

조선	말기까지	전국	각지의	장인이	목기와	목가구를	제작하였고,	통영의	나전칠기와	같이	공방이	

밀집된	생산	중심지도	여럿	존재했다.	옻칠	공예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는데,	미술공예	개

념이	성립되면서	도안과	제작이	분리되고,	장인이	예술가로	변모하는	현상을	겪게	된다.25)	1908

년	한성미술품제작소로	시작되어	1911년	이왕직미술품제작소로	이어진	왕실	수공예	공방은	장

인들이	도안을	바탕으로	전통을	근대화한	효시이다.	전성규(全成圭,	？-1940),	김진갑(金鎭甲,	

1900-1966),	김봉룡(金奉龍,	1902-1994)	등의	장인들은	옻칠,	그중에서도	특히	나전칠기에	주

력하였다.	전성규가	1921년	일본에서	금공용	실톱을	도입하면서	나전을	자유로운	곡선으로	오려

낼	수	있게	된	것처럼,	전통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적	도구나	공정이	도입되고	주식회사가	설립

된	시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축하	선물로	김진갑

이	제작한	나전응접탁자를	보냈다.26)	나전칠기가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	또는	산업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잘	드러난다.	이후	1960년대에	캐슈도료가	도입되면서	옻칠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으로서	위기에	처했다.27)

4.	한국	옻칠	공예의	기술과	전승	현황

1)	한국의	옻액	채취	및	정제	기술

한국에서는	8~10년	성장한	참옻나무에서	옻액을	채취한다.	옻나무는	습윤하면서도	물	빠짐이	좋

은	사질	점토를	좋아하며	북방	한계선은	청천강	이남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평안북도	태천,	충청북도	옥천,	전라남도	구례·장성·나주·곡성	등	전국	각지에서	참옻나무	조

림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는	강원도	원주	지역에	집중되어있고	나머지는	옥천,	남원	등	일부	지

역에서만	옻액을	채취하고	있다.28)	현재	한국의	옻액	채취	방식은	조선시대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23  최석찬·김선덕·이용희·고

수린·함승욱,	「조선시대	칠

도막	분석연구」,	『보존과학회

지』27(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1),	371~380쪽.

24  박영규,	「조선시대	나전칠기	제

작기법과	문양」,	『五色燦爛:	조

선의	나전』(서울:	成保文化財團,	

2015),	181~188쪽.

25  최공호,	「한국	나전칠기의	근대

화	과정」,	『근대	螺鈿漆器	공예』

(부산:	부산근대역사관,	2014),	

183~186쪽.

26  http://encykorea.aks.ac.kr/

Contents/Item/E00106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01.27.

27  캐슈도료는	캐슈나무	열매	껍질

에서	추출한	캐슈액을	주성분으

로	페놀,	멜라민,	요소	등을	첨가

해	포름알데히드로	축합한	도료

이다.	1951년경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하

였다.	이오희,	위의	책,	85~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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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옛	문헌자료에	옻액	채취	방식을	자세히	다룬	것이	전하지	않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옻

액	채취와	정제	방식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취	및	정제	단계와	도구가	일

본	근대	이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29)	현재	옻칠	채취	도구는	껍질깎기낫,	긁기낫,	주걱칼,	칠

통이	기본이다.	껍질깎기낫과	긁기낫으로	줄기에	수평	방향의	흠을	내고,	흘러내리는	옻액을	주걱

칼로	긁어모아	칠통에	담는다.

옻액은	6월~10월에	걸쳐	4일	간격으로	채취하는데	1회	작업	당	0.5~1㎖,	한그루에서	일	년에	

200㎖	정도를	채취한	후	나무를	베어내는	살소법(殺搔法)이	일반적이다.	옻액은	표피와	형성층	사

이의	액구(液構)에서	흘러나오므로	적절한	깊이와	위치에	상처를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작업자

는	한	해	동안의	작업범위를	미리	결정하는데,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영배	장인은	5월	25일	무

렵	참옻나무에	20cm	간격마다	월별	작업	구간을	설정하여	눈금을	내어둔다.30)	이후	4일마다	수평

으로	홈을	파	흘러나오는	옻액을	채취하는데,	한	금씩	위로	올라가며	상처를	낸다.	연간	25금까지	

채취하는데,	1~3금까지의	옻액은	약용으로	사용한다.	6월에	채취하는	4~8금까지를	초칠(初漆),	

7~8월에	채취하는	9~19금까지를	성칠(盛漆),	9월에	채취하는	20~25금까지를	말칠(末漆)이라	

부르며	그	이후인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나머지	부분에	상처를	내어	채취한	것을	뒷칠이라	한

다.	뒷칠까지	채취한	후	가지를	베어내어	채취한	옻액은	지칠(枝漆)이다.	베어낸	가지를	물에	담갔

다가	불에	태워	끓어오르는	액을	모은	것이	화칠(火漆)이다.	화칠은	한국에만	전하는	채취	기술로,	

고온에서	락카아제(laccase)	효소가	비활성화	되므로	그	자체로는	도료로	쓰기	어렵다.	따라서	화

칠은	밑칠	과정에	섞어	쓰거나	약용으로	쓴다.	옻산의	함량은	성칠이	가장	높아	마무리	상칠에	적

합하다.	수분이	많은	초칠과	수분이	적은	말칠은	밑칠에	주로	쓰인다.	뒷칠과	지칠	등	품질이	낮은	

옻액도	밑칠	때	섞어	사용하거나	대중적인	목기에	도포하는	등	남김없이	활용하였다.	그만큼	옻액

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옻칠의	정제는	옻액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분의	함량을	낮추어	경화	속도를	늦추고	투명도를	높

이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옻액을	삼베에	담아	거르고,	여기에	다시	솜을	뜯어	넣어	잘	저은	후	다시	

삼베로	거르는	방식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것이	생칠이다.31)	생칠을	칠통	또는	칠판에	담아	고무래

로	2~3시간	저어주면	수분이	증발하고	옻액의	주성분인	옻산,	수분,	고무질,	함질소물의	입자가	

고르게	되어	도포에	적합한	정제칠이	된다.	현대에는	입자를	더욱	고르게	하고	원하는	수분	함량을	

정확히	맞추기	위하여	교반기(攪拌機)와	원심분리기	등의	기계도	사용하고	있다.

2)	한국의	옻칠	기술	-	접칠과	불투명칠

현재	한국에	전승되고	있는	옻칠	기법은	크게	접칠(摺漆,	투명칠)과	불투명칠(흑칠과	주칠을	비롯

한	색칠을	포함)로	나누어	볼	수	있다.32)	이	두	가지	기법은	순전히	투명도	기준으로	나눈	것은	아

니며,	백골의	나뭇결을	잘	살릴	것인가	또는	겹겹이	올린	옻칠	층의	미감을	살릴	것인가라는	선택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실제	유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접칠	기법에서는	사포로	매끈하게	다듬은	백골에	정제칠에	송정유	30~40%를	섞어	골고루	바른	

후	곧바로	닦아낸다.	건조가	끝나면	이어서	생칠에	송정유	25%	정도를	섞어	2차로	발라	닦아낸	후	

건조시킨다.	이를	3~5차까지	반복하며,	발색	정도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접칠을	반복하기도	한

다.	생칠을	얇게	여러	번	올려	그윽한	나뭇결을	드러내는	것이	접칠의	특성이며,	그	횟수는	장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결정한다.	접칠은	검소하고	자연스러움을	중시한	조선시대	선비의	미감에	

28  정영환,	『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서울:	민속원,	2006),	

42~44쪽.

29  장용준,	「옻과	옻나무,	그리고	옻

칠」,	국립김해박물관,	위의	책,	

218~219쪽.

30  이오희,	위의	책,	34~45쪽.

31 정영환,	위의	책,	7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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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였으므로	목기와	사랑방	가구에	널리	적용되었다.

불투명칠은	백골	표면의	눈을	메우는	곡수	메우기로	시작된다.	장인에	따라	생칠을	흠뻑	바르거나	

토회를	올리는	등	그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백골을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여기에	찹쌀풀과	생칠을	3:1	비율로	반축한	호칠(糊漆)로	삼베를	붙이는데,	이는	백골의	뒤

틀림을	방지하고	옻칠층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베	위에는	토회를	두	차례	올리고	갈아낸

다.	이후	색을	넣은	정제칠을	올려	건조한	후	물을	묻힌	사포로	도막의	1/3	가량을	갈아내며,	흠이	

생긴	부분은	토분과	생옻을	1:1로	섞은	토회로	메우고	건조시켜	다시	숫돌로	갈아내어	표면을	평

평하게	다듬는다.	이러한	초칠	공정을	통해	백골이	강화되고	이후	중칠과	상칠이	안정적으로	올라

갈	기반이	마련된다.	초칠에	이어서	2~3회	칠을	올리는	작업이	중칠인데,	먼지를	피하고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감칠은	건조실	바로	옆의	깨끗한	칠방에서	주의를	다하여	진행되며,	투명

하고	광택이	있는	최종	칠층의	완성을	보게	된다.	

3)	한국	옻칠	공예	기술의	전승과	보호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전통적	공예	기술을	‘무형문화재’에	포함시켜	보

호	대상으로	삼았다.	옻칠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되었

다.	1966년에	‘나전칠기장’이	가장	먼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고,	김봉룡

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5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4호로	‘끊음질’을	별도	지정하여	심부길

(沈富吉,	1905-1996)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는데,	이	두가지는	1995년에	‘나전장’으로	통합되었

다.33)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소목장이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옻칠	관련	기술	가운데	

나전이	더	일찍	지정되었던	것은	나전칠기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중시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34)	옻칠	기술	자체에	대한	학술	조사는	1992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칠장’이	중요무형문

화재	제113호로	지정된	것은	2001년이며,	정수화(鄭秀華,	1954	-)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정수

화의	사승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봉룡에	이른다.	1999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나전칠기(이

후	칠장으로	종목	변경)	보유자로	인정된	손대현의	경우에도	김봉룡의	제자인	민종태에게	옻칠	기

술을	전수받았다.35)	이는	한국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	옻칠	공예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등	근대	시

기	장인들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무형문화재	보존	법령과	정책에	따라	옻

칠과	나전	기술이	명맥을	계승하고	있는데,	옻칠	채취와	정제,	자개	세공	등	재료	면에서의	기술	개

발과	계승	또한	향후	공예의	유지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5.	나오며

한국의	옻칠	공예는	신석기시대로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아시아와	공유해왔다.	여느	공예	분

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옻칠	공예는	특히	재료	채취와	제작	공정이	까다롭고	어렵다.	인간의	지혜와	

인내의	마음이	수없이	쌓인	바탕	위에	오늘날의	옻칠	공예가	서	있다.	옻칠	공예의	과정이	어려운	

만큼	그	결과물의	심미성과	기능성은	도료	가운데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다.	국립

중앙박물관에서는	아시아	전역의	칠기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문화관의	중국실,	인도·동남아시

아실,	일본실을	비롯하여	기증관의	가네코실,	조각·공예관의	목칠공예실에서	아시아	옻칠	문화

32  최공호·이승주,	위의	책,	

63~105쪽.

33  정영환,	위의	책,	164~167쪽.

34  김삼대자,	『소목장:	중요무형문

화재	제55호』(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3),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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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넓고	깊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물의	미감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은은한	광택과	부드럽

고도	매끄러운	질감에서	면면한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

환경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는	오늘,	공예와	산업에서	천연재료를	다시	돌아보자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	옻칠	공예는	임업을	바탕으로	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재료를	모으고	기

물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통	공예	기술을	기록하는	작

업은	영구동토층에	종자은행을	마련하는	일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옻칠에	담긴	아시아	각지

의	지혜를	모으고	기록하여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공예를	넘어서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씨앗

을	전한다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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