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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목가구의 변천, 형식, 의미 등을 

비교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가구 양식의 우수성을 계승하며 서로 병치혼합 하여 혼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문화는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갖고, 그 전통 관념이 쌓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갖게 된다. 

지역문화에 따라 디자인도 큰 차이가 생긴다. 이는 디자인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으며, 차별화된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 가구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조선시대 가구는  

간결한 조형성이 있고 자연미와 소박미를 숭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명.청 시대의 가구는 과도한 조각과 장식, 화려한 그림과 색상을 

추구하며 부귀하고 호화로움을 숭상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두 시대의 

가구 양식을 병치 혼합 하므로서 장식적 이지만 과도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완성 하였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전통 가구에 대해  , 연구를 진행하는 

최종 목적은 옛 문화의 우수한 점을 계승 하면서 더욱 창조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통 예술미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과정애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병치혼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가치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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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간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 목가구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문화, 생활 방식 차이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아서 각기 다른 가구를 탄생시켰고, 이는 현재 창조적인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주요어 : 조선시대, 명.청시대, 전통, 목가구 

학   번 : 2012-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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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과 목적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중국 과 한국은 문화면에서 땔려야 땔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는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갖고, 그 전통 관념이 쌓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갖게 된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 등은 중 

국 에서 전래되어 발전된 것이 많은데, 이는 역사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문화로 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각자 위치한 

자연환경, 풍속습관의 차이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자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고 , 이는 사람들에 의해 판별되고 인식된다.① 

지역문화에 따라 디자인도 큰 차이가 생긴다. 이는 디자인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으며, 차별화된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다.  

가구는 생활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에서도 빼놓을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가구는 문화적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문화, 지역에 의해 쉽게 변한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는 동일하게 유가(儒家)의 예제사상(禮制思想)의 

영향 아래 주거 , 생활 방식 및 가구 형식면에 있어 깊은 영향을 받았다. 

                                            
①

 劉鐵軍. 『15-19 世紀 韓.中家具 디자인의 特性 및 比較研究』.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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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에 가구 요소와 가구 사용 방면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있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 가구의 형태, 양식, 

공간배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주거와 

가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 더나아가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 한다.②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지역적 범위 

 

    본 논문은 명.청시대와 조선시대 궁궐중심으로 지역적 범위를 

정하였다. 명. 청시대의 북방 대표주거인 북경사합원(北 京 四 合 院 )과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상류계층에서 사용했던 가구를 

비교연구하였다.  

    명.청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수로(水路)가 서로 통해 있고, 동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어 역사상 여러 차례의 문화 교류와 융합이 있기 

때문에 가구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2. 시대적 배경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중국의 명.청시대와 한국의 조선시대로 

                                            
②

劉鐵軍. 『15-19 世紀 韓.中家具 디자인의 特性 및 比較研究』.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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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표 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청시대와 조선시대는 

동시대이자 봉건사회의 마자막 시대이다. 조선시대의 한국 가구 문화의 

성숙기라고 말할수 있으며 명대 후기 청대 전기에 생산된 

명시가구(明式家具)는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가구 이다.  

9

 
  [표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명.청시대는 중국 전통 가구에 있어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이며 , 주

거 형태는 합원식(合院式) 주택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 

명.청시대는 중국 가구 발전 역사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고전가

구에 있어 황금시대이므로 중국 가구 역사 발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시대의 가구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③ 

  조선시대의 한국은 봉건문화 발전의 전성기 이며 , 예술 방면 에서

도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 )으로 인해 회화 예술과 건축 예술은 새

로운 발전을 가져와 가구 문화의 발전에 힘을 실어줬다 .조선시대는 한

국 가구 문화의 성숙기라고 말할수 있으며 확연하게 시대성, 민족성, 지

역성을 갖고 있다. 

                                            
③ 李宗⼭山，『中國家具史圖說』，中國湖北美朮出版社，2001，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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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배경 

 

제 1 절 자연환경 

 

1. 한국의 지형 및 기후 

 

한국은 전국토가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산이 많고 , 산은 예로

부터 신성시되어 왔다.국토의 70%가 산이지만 신생대에 들어와 격렬한 

지각변동을 겪지 않아 높은 산은 많지 않다. 

한반도의 지형은 지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화강암, 편마암, 석화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후 및 자연환경의 요인에 의해 산림자원이 부족

한 현실 속에서도 목재에 의한 전통 주거로 사용되었고 서민주거 등에서

는 부분적으로 주요부분에 걸쳐 사용하였다. 목재부분의 상태를 오래 보

존하기 위해 주로 건축물의 기초가 되어 초석과 기단, 그리고 성(城) 및 

담장 등을 쌓는 데 화강암 등을 널리 사용하였다. ④ 

또한 주변의 환경이 산, 하천, 강, 구릉지, 분지, 등으로 형성되어 한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수럽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주거의 선택에서도 집 

뒤에는 비, 바람,추위 등을 막아낼수 있는 나지막한 산, 앞에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 등을 얻기 위해 강과 하천이 흐러는 배산

임수의 집자리를 선정하였다. 과거의 옛 선조들 사이에 풍수자리 사상 

                                            
④
이중근, 한국주거문화사 (서울:우정문고,2013) pp.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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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했던 연유도 여기에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위도에 위치해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가졌다. 또한 북반구 극동

지역에도 접하고 있어 북서풍 기류에 의해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특성도 함께 나타난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북서 계절

풍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간다.  

여름 기온은 태양고도가 높아지고 낮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기온이 

올라가 6월이 되면서 여름이 시작된다. 8월 하순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점

차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한여름의 기압배차가 무너지고 

북성했던 장마선이 다시 남하하여 일시적으로 초가을 장마가 나타나가도 

한다.⑤  

    남북으로 좁고 길게 뻔은 한국은 산지가 많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다

양한 수종들이 자라고 있다. 그 수종에 따라 판재의 색감과 무늬결 그리

고 재질 등이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가구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목재를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다. 또한 사계절로 인항 한서의 차이는 목

리(木理)를 뚜렷이 생성하여 아름다운 판재로써 목가구를 구성할수 있다. 

그러는 목재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 늘어나고 겨울에는 건조하여 줄

어드는 성질을 반복하므로 넓은 판재는 비틀리고 터지기 쉽고 휘어져 가

구 재료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먹감나무 등 

                                            
⑤
 Ibid.,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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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가 좋은 판재를 톱날 두께가 얇은 탕개톱을 사용하여 2~3mm 가량 

되는 얇게 켠 후 변화가 거의 없는 잘 마른 오동나무나 소나무 판재에 

결을 엇갈려 붙여 가구 전면에 사용되는 판재를 제작하였다.  

이런 부판 제작기법은 목재가 수축팽창 되는 결점을 막을 뿐만 아니

라 판재를 얇게 켜서 동일한 무늬결을 여러장 얻을수 있으므로 가구의 

문판과 전면의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도록 구성했다.  

고식의 가구에는 목리의 아름다움 보다는 소나무, 오동나무, 가래나

무 등 넓고 쉽게 비틀어지지 않은 판재를 사용하여 가구의 기능에 충실

하였으나, 부판 제작의 활용으로 아름다운 목리의 좁은 판재와 함께 힘

을 받는 기둥과 쇠목,동자 등 골재를 구성하여 조형성이 뛰여나고 많은 

기물들을 수장할수 있는 대형 가구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사계절이 분명하여 기온차가 심한 환경에서는 목가구의 짜임과 이음

에 대한 구조적인 복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비교적 넓은 판재로 구

성되 장과 농의 전면은 쇠목이나 동자 등의 골재로 분할하여 머름간이나

 쥐벽간, 복판 등의 좁은 면들로 재구성하였다. 판재의 수축팽창의 변화

를 수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⑥ 

 

 

 

 

    

                                            
⑥
전통목가구 특별전 (경기도박물관, 2012)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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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의 지형 및 기후 

 

중국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대륙으로 총 면적이 약 960만 km2로 

전세계 총 육지 면적의 6.5%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러한 광활한 국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드넓은 인접 해양과 수많은 섬들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 연해에는 대만과 해남도를 비릇해서 5,0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으며, 중국 지형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태로 서북쪽은 고

원지대는 해발 4,500미터에 면적이 230km2나 되는 세계 최대의 고원을 

이룬 티벳트가 자리잡고 있다.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고도 2,000-1,000미

터의 고원과 분지를 이루며， 그 다음으로는 500미터 미만의 동북평원

(東北平原)과 화북평원(華北平原)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동쪽에는 발해(渤海), 황해(黃海)에 임하고 서북에는 북으로

는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서남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미얀마, 인도 동

쪽으로는 시베리아와 북한을 접하고 있다.  

 화중(華中), 화남(華南)을 대표하는 큰 강은 장강(長江)이며, 총 길

이는 5,800 km이고 나일강,아마존강, 미시시피강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

째 큰 강으로 중국의 중심이라 할수 있다.⑦  

 화북(華北)을 대표하는 중국 제2의 큰 강은 황하(黃河)이며, 총 길

이는 4,800km이고,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로 손꼽히는 황하문명의 발생

지이며 석기시대부터의 문화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중국 대륙 면적이 워낙 넓고 아한대(亞寒帶)부터 아열대(亞熱帶)까

                                            
⑦
국문리. 『중국 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 명

.
청시대 좌구를 중심으로』.홍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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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포되어 기후 차이가 많다. 동북(東北)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반면 남부지방인 해남도(海南島)는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으며, 동

부 연해 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다.  

남부의 해남도는 연평균 기온이 24도의 아열대지역 이며, 반면 북부

의 흑룡강성(⿊黑⻯⿓龍江省)은 연평균 기온이 4도의 아한대에 속한다. 중국의 

기후는 남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서쪽의 청해(⻘青海), 티벳, 

신강(新疆) 지역과 내몽골(內蒙古)지역은 고산(⾼高⼭山)기후 및 건조(乾燥)

기후를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아열대(亞熱帶), 온대(溫帶), 아한대(亞寒帶) 3대 기후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부지역은 겨울에는 건조하고 차가운 서북풍

(⻄西北⻛风)이 불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동남풍(东南⻛风)이 불며, 서북(⻄西北)

부의 내륙지역은 비가 적고 일교차가 심하여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대륙은 폭넓은 기후차이와 강수량으로 인해 다양한 수종(樹種)

이 분포되었고 대륙성 기후로 인해 사계절 뚜렷하고 기온차가 선명하여 

아름다운 문리(紋理)를 가진 나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⑧ 

 

 

 

 

 

 

                                            
⑧
국문리. 『중국 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 명

.
청시대 좌구를 중심으로』.홍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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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문환경 

널리 이용되는 풍수사상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풍수인지 한마디로 

정의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 문헌조사 등에서 나타난 풍수는 그 유

구한 역사성에서 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주거선정 및 취락의 입지 그리고 죽은 자

의 위폐공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양식은 전통적으로 민족신양과 함께 과거나 현재도 

풍수와 깊은 관계속에서 계승,발전하여 왔다. 또한 풍수는 자연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산세(⼭山勢),지세(地勢), 수세(水勢)등으로 대별

할수 있는데 이는 인간생활의 행복을 길흉화복(吉凶禍福)으로 연결시킨

다.⑨  

 

1. 조선시대의 풍수 . 종교 . 윤리 

 

     한국의 전통적 민속신앙이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 잡은  풍수지리는 

옛 선조들이 살아가면서 시대와 생활의 변화레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탄

생하곤 한다. 풍수지리는 중국 황하유역을 배경으로 동양사상과 체계를 

이루면서 수천년간 전래된 동양의 텃자리 학문이다. 

풍수는 오랜 역사를 두고 걸쳐 오면서 다르게 변천되어 왔다. 그 지

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지역적 특성, 기후 및 기온 등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전 국토의 70%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장풍득수 측면에서 볼때 

                                            
⑨
이중근, 한국주거문화사 (서울:우정문고,2013)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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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得⽔水)보다는 장풍(藏⾵風)쪽에 가까운 생활풍토로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풍수는 중국의 영향을 어느정

도 받기도 하였지만 자연과적 조건 등이 중국 등과 다른 면이 많아 한국 

풍토에 맞는 자연발생적 자생풍수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여기서 풍수에 대한 기본 골격을 이루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사신사(四神砂)⑩와 조신사(朝⾂臣砂)⑪로 나눌수 있다. 장풍(藏⾵風)에 

해당하는 사신사는 좌청룡(左⻘青⻯⿓龍),우백호(右⽩白虎),전주작(前朱雀)，후현

무(後⽞玄武)로 구성되어 있는데 , 이는 풍수에 있어서 명당 자리를 전후

좌우에서 지켜주는 상징적 동물을 일컫는다.  

후현무後玄武의 상징은 거북이 모양의 영적인 동물로 혈자리의 뒤

편에 위치하면서 주산(主⼭山)과 부모산(⽗父⺟母⼭山)의 역할을 한다. 즉, 후산

(後⼭山)이면서 형세가 거북이 모양의 동물인 현무가 머무는 듯 하면서 머

리모양은 쳐들지 않고 들이대는 형태가 풍수상 좋은 혈자리로 분류된

다.  

전주작(前朱雀)은 풍수의 방향에서 전산(前⼭山)에 해당되며 전주작과

후현무는 서로 음양조화가 있어야 하며 주작이 춤을 추면서 다가올 듯한

형세가 좋은 혈자리로 분류된다. 혈자리의 전주작, 후현무는 밀접한 조

화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주작이 후현무보다 크다고 할때는 서로

의 조화와 균형을 상실해 좋은 명당자리가 되비 않기 때문이다. 한양의 

경우 전주작이 남산이고 후현무가 경복궁의 뒷산인 북악산이다.  

좌청룡,우백호는 명당의 자리에 앉아서 볼때 좌측은 청룡, 우측은 

백호이다. 이는 보통 산줄기나 물에 해당한다. 《금낭경(錦囊經)》에 “ 

⻘青⻯⿓龍蜿蜒(청룡완연)”, “⽩白虎蹲踞(백호준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청룡

                                            
⑩
사신사:풍수지리로 지세를 살필 때, 전후좌우에 있는 네 개의 산 

⑪
조신사:성국조건인 사신사밖에서, 배산인수에서는 임수 너머에서, 혈자리를 보

고 있는 조산조수(朝⼭山朝⽔水)등을 조신사라한다. 사신사는 성국조건이라면 조신

사는 성국성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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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리는 형세이여야 하고, 백호는 엎드려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의 형세가 길지(吉地)이고 명당이라고 분류한다. 만약 서

로의 형세가 바뀌어 백호가 엎드려 있지않고 꿈틀거리듯이 달려들면 백

호의 맹수기질로 보아 최악의 풍수상으로 흉지가 된다. 그리고 청룡이 

움작이지 않고, 길게 누워있듯이 있으면 사룡(死⻯⿓龍)또는 병룡(病⻯⿓龍)이듯

이 형세가 명당으로서 다하여 이곳도 최악의 풍수상이 된다. 우백호는 

음양에서 음(陰)으로 여자와 재물을 뜻하고 청룡은 양(楊)으로 북쪽과 

남자로 상징되어 벼슬과 인물로 대별되기에 어느 하나 형세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작, 후현무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명

당과 혈자리가 되듯이 좌청룡, 우백호도 서로 조화 및 균형이강조되어야

하고 , 사신사의 각각 형세가 중요하며 이러한 형세가 모두 조화와 균형

을 이루면 양택, 음택의 길지이고 혈자리였다. ⑫  

조선시대에 들어와 풍수사상은 더욱 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민간에까

지 널리 전파되어 무덤자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일에서부터 취락이나 

도읍, 건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을 개구한 태조 이성

계의 설화에도 집터와 관련된 내용이 보이고, 심지어 그의 왕비인 신의

왕후 한씨와 신덕왕후 강씨의 출생지도 풍수학적으로 미화되어 그들의 

운명이 좋은 집터에서 기인되었다고 인식되었다.  

조선조에서는 국가의 도읍과 왕조의 흥망이 풍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양반들은 조상의묘나 집터를 잘 써서 가문을 발전시키려 하였

고, 심지어 서민들까지 풍수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집터와 집 모양을 결

정하였던 것이다. 조선조에이르러 풍수사상은 민간신앙으로서 확고한 자

리를 차지했고, 주거에서도그 방법이 폭넓게 적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풍수의 이론과 민간에 널리 퍼진 

민간신앙을 결합하여 좋은 집을 짓기 위한 방밥을 설명한 책들이 실학자

                                            
⑫
이중근, 한국주거문화사 (서울:우정문고,2013),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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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1715),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1827),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1766),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⑬ 

이러한 풍수사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적, 인문사회적 조

건,또는 교육적 여건 등의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선 후기

부터 주창되었다. 본디 풍수사상은 양택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에 이르러서 풍수사상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양택과 음택 모두에 적

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 중심으로 인

해 유교사상의 중심인 효(孝)의 사상은 살아 있거나 죽어서도 조상 및 

부모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계속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음택에까지 풍수사

상이 접목되었다. 사실상 이 시점부터 풍수사상은 비판 받기 시작하고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⑭ 

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난 중요한 사상적 변역(變易)은 숭유

배불정책이었다.이는 고려말부터 일어난 것으로 단순히 유학진흥(儒學振

興)의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친명정책(親民政策),토지개혁(⼟土地改⾰革)등의 

정치운동에 관련됨으로써 점차 강렬하게 되어 정권 교체의 근인(根因)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태조(太祖)이래 역대의 양유정책(揚儒政策)으로 유학을 날로 성운(盛

運)을 더하여 빈빈(彬彬)한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유교를 정교(政教)의 최고 원리로 숭봉(崇奉)한 결과 국민 정신의 

이상이 되고 조선숭배(祖先崇拜)가 민간신앙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사회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것도 가부장적

(家⽗父⾧長的)인 가족이었고 또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였다.  

                                            
⑬
 Ibid.,pp.56-57 

⑭ Ibid.,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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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하여 세대가 동거하는 형태로서 가장의 

주재(主宰)하에 여러 세대가 한 가족을 이루어 자연히 대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성원(成員)수만을 가지고 말할것이 아님은 물

론이다.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주택 건축에 자연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가(⼤大家)에서는 여러 세대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게 된바, 이들을 위한 

건축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큰사랑, 작은사랑이라든가 대방(⼤大

房)마님, 별 당아씨 등의 용어들은 모두 주택 건축 공간의 사용인과 장

소에 따라 공간적, 인간적 언어임을 알수있다. ⑮ 

 

2. 명 . 청시대의 풍수 . 종교 . 윤리 

 

고대 중국인에게 조상 대대로의 경험을 통하여 자연은 신비하고 경

의로운 존재이도, 인간의 힘을 통하여 극복하거나 정복할수 없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턔어났을때 부터 벌써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운명을 미리 알기 위해 음양오행 . 팔쾌 등 방법을 통해서 자

기의 운명을 묻는 일이 많았다.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주거의 위치를 

정하고 궁궐을 지을때 길흉을 묻는다. ⑯ 

 귀신에 대한 숭배는 제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통 천신(天神) 및 

지신(地神)에 대한 제사와 영혼에 대한 제사로 나눌수 있다. 지신 제사는

 봄에 풍년을 빌고 가을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수행한다. 《산해경》(⼭山

                                            
⑮朱南哲，韓國住宅建築，서울, 株式會社 ⼤大韓美術，1980，pp.57-58 
⑯왕쯔이. “중국 전통 문화를 활용한 중국 가구 디자인전략 연구”.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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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經)에는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옥(⽟玉), 장(璋), 조(藻), 규(珪), 벽

(壁), 유(瑜) 등의 옥기(⽟玉器)와 닭, 양, 돼지, 쌀 등 음식을 제물로 제시

한다. 

“ 임금은 신하의 벼리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이며, 남편은 부인

의 벼리이다. ” (均為⾂臣綱，⽗父為⼦子綱， 夫為妻綱) 라는 말은 봉건사회에 

도덕적 신조가 되었다. 통치자들은 이에 따라 봉건사회의 상하, 존비, 귀

천을 구분하여 그 신분에 맞는 정치 질서를 정하였다.  

명 . 청시대에는 왕권(⺩王權)은 지고지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군권

신수(君權神授)란 황제(皇帝)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다는 뜻이다. 중앙집

권(中央集權)제도에는 황제가 전국의 토지와 재산을 관리할수 있고 군대, 

법률, 교육, 경제 등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  

귀족과 평민의 제일 큰 차이는 귀족은 작위를 가지고 있다. 작위는 

세습 받을수 있고 , 공로를 세울 경우 그 대가로 받을수 있다. 귀족들이 

평민보다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수 있다.  

봉건사회에 남자는 직의가 높고 여자는 직위가 낮다. 남존여비(男尊

女卑)의 사상은 여자에게 큰 압박, 경시, 고통을 안겨 주었다. 남자는 안

내를 여러명 둘수 있지만 반면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다시 시집을 

갈수 없다. ⑰ 

  

 

 

                                            
⑰왕쯔이. “중국 전통 문화를 활용한 중국 가구 디자인전략 연구”.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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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선시대와 명 . 청시대의 목가구 비

교연구 

 

제 1 절 한국과 중국 전통가구의 변천 

 

1. 한국 전통가구의 변천 

 

한국은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전래품의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그나마 담아있던 많은 목가구들이 불탔으며 서구

적 생활양식으 변화로 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옛것에 대한 취향과 사고가 

변하면서 전통을 유지하고 보존하기가 더욱 힘들게 된 것이 현실이다.⑱ 

 

1.1 삼국시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초기 철기시대말기에 소국으로 

출발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3~4세기에는 국력 신장으로 정립 

(鼎立)하면서 각각의 고유의 특정을 지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비해 삼국의 목칠공예 분야는 실물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⑱박영규.김동우 ,한국 미의 재발견 .목칠공예 (서울 ,솔출판사,200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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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는 백제나 신라의 경우보다 훨씬 실정이 열악한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평남 호남리의 사신총, 평양 근처의 강서고분과 중국 

집안시(集安市) 오괴분에서 출토된 칠관의 단편 정도이다. 낙랑지역을 

계승하였고, 큰 석실분과 화려한 벽화를 남긴 문화적 역량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훌륭한 목칠공예 문화가 존재했으리라 추축되지만 지금 

으로서는 이를 실증 만한 자료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5세기 이후 조성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무용총(舞踊塚) [그림-1]과 

각저총(角抵塚) [그림-2] 등 생활풍속 벽화에 보이는 식탁, 평상, 소반, 

옻칠을 한 목기로 짐작되는 그릇류 등을 통해 목칠공예품의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따름이다.⑲ 

 

 

 [그림-1] 무용총의 손님맞이 벽화, 중국 길림성 집안시 소재 

 

 

                                            
⑲박영규.김동우 ,한국 미의 재발견 .목칠공예 (서울 ,솔출판사,200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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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각저총 주인공 생활도, 중국 길림성 집안시 소재 

 

2.2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고려청자를 비릇하여 청동은입사정성병, 향로, 나전칠기 

등 3대 공예품의 뛰여난 예술성과 제작기술로 보아 어느나라 어느 

시대보다도 공예 문화가 발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대의 

현존하는 공예품들은 주로 왕실과 귀족, 사찰 중심의 것으로서 서민 

사회와는 거리가 먼 수준 높은 일품공예로 발달하였다.  

11세기 중엽 문종(文宗) 연간 중의 고려사(高麗史) 별사(別賜)명단에 

의하면 중상서(中尚屬)에 소목장(小木匠), 조각장(雕刻匠), 주렴장(珠簾匠), 

죽재장(竹篨匠), 소장(梳匠), 마장(磨匠)을 도교서(都校署)에 목업조작장 

(木業彫刻匠)을, 상승국(尙乘局)에 안교장(鞍鞽匠)을 두어 기술별로 분업 

화한 것을 알수 있다.  

고려시대 나전칠기 제작기술의 발달로 조형감각이 뛰어난 제품들이 

폭넓게 제작되었고 일반 장인에까지 저변 확대되어 3대 공예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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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기초로 조선시대 나전칠기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례되어 

목칠공예가 한국미술사에 획을 긋는 데 공헌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⑳ 

 

3.3 조선시대 

 

1392년에 개국한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주었으며, 600여 년 동안 지속되는 강건한 국가를 

형성하였다.  

조선시대의 미술품 중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 

백자, 분청사기, 목공예품을 꼽을수 있는데, 완벽함 보다는 성긴 맛이 

있고 장식적인 면보다는 순수하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런 멋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목공예는 천연재료 그대로를 사용하여 단순 

소박한 자연미와 함께 건강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또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규범 그리고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개성이 강한 

한국적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21 

 

 

 

 

 

 

 

 

 

 

                                            
⑳박영규.김동우 ,한국 미의 재발견 .목칠공예 (서울 ,솔출판사,2005) pp.39-40 
21

 Ibid.,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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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 전통가구의 변천 

 

중국은 인류의 발상지중 하나이다. 

구석기 시대의 인간은 주요 노동수단으로 타제석기를 사용하였고 

채집과 수렵의 경제활동을 하였다. 길고 긴 구석기 시대동안 중국인들의 

선조들이 타제석기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점차 조형기능이 

배양되였고 심미관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송(唐宋)시기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석지이좌(席地而坐)에서 수족 

이좌(垂足而坐)로 변화하는데 이는 중국 가구발전의 중요한 혁신이 

되었다. 

 

2.1 상(商)，주(周)， 춘추(春秋)시기 

 

기원점 21세기에 건립된 하대(夏代)부터 상대(商代)，서주(西周)와 

동주(東周)에 이르기까지를 통칭하여 선진시대(先秦時代)라고 부른다. 

사회발전단계상 춘추시대까지는 노예제사회에 속하고 전국시대는 초기 

봉건제사회에 속한다.   

사회분업의 확대와 더불어 청동기의 주조, 제도(製陶)，옥석, 

골아(骨牙)조각, 휴칠(髹漆)과 방직 등 수공업의 기술이 점차 진보 

하였다.22    

상나라 시대에는 칠기생산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다. 1950년 안양 

                                            
22

 박은화 (역), 간추린 중국미술의 역사 (북경 중앙미술학원 미술사계 중국미술

사교연실, 199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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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촌(武官村)의 상나라 시대의 대묘(大墓)에서 출토된 목기에는 

주칠(朱漆)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목기는 이미 부패하였지만 땅에 

찍혀진 주칠의 문양은 상당히 선명하게 남아있다. 1973년 하북성 

고성(藁城) 의 상나라 묘에서 수십편의 칠기잔편이 발견되었는데 붉은 

바탕에 검은색의 문양이 아름답다. 문양에 터키석을 삼감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무늬를 새긴 금박을 입히기도 하였으며 잔편으로 반(盤), 

합(盒) 등의 기형을 분별해낼수 있었다. 호북성 모가저(毛家咀)에서 

출토된 서주시대의 칠기잔은 갈색과 흑색의 칠바탕에 홍색의 문양을 

그렸으며 매우 정밀하게 제작되었다.   

춘추전국시대 칠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가구, 생활용품, 악기, 

병기의 부속품 등에 옻칠(髹漆)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채색의 

문양작식은 더욱 정밀해지고 일정한 내용을 묘사한 칠화(漆画)작품도 

출현하였다.23 

상(商),주(周)양대의 동기(銅器)중에  동금(銅禁)[그림-3], 동조(銅俎) 

[그림-4]는 중국 최초 가구의 형태이다.  

    조(俎)는  궤(几), 안(案), 탁(桌)의 최초 형태이다.  

금(禁)은 상(箱), 주(櫥)의 최초 형태이다.  

춘추(春秋)시기, 노반(魯班)이라는 목수이자 발명가가 있었다. 그는 

목공기술의 새로운 발명을 하였고 목공의 아버지라 불렸다. 노반(魯班)은 

목조건축과 목조가구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24 

                                            
23

 Ibid.,p.42 
24

  扬耀， 명식가구연구(明式家具研究)（北京：中国建筑工业出版社,198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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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동금(銅禁)           [그림-4]  동조(銅俎) 

 

   2.2 수(隨),당(唐), 오대(五代)시기 

 

수(隨)대와 당(唐)대는 중국의 실질적인 황금기로 상품교역, 문화교

류를 촉진시켰던 실크로드로 인하여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컸다. 

수대와 당대는 중국을 다시한번 통일을 이루었으며 수의 역사는 짧았지

만 사회경제를 회복하고 농업,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사회질

서를 안정시켰다.  

당대의 정관지치25(貞觀之治：627-649)와 개원성세26(開元盛世：713-

741)는 사회경제의 번영을 반영하였으며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민족과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외국과의 경제문화 교류가 빈번해져 문화예

술의 꽃을 피웠다. 당대에는 경제가 발전하였고 인구가 증가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 수도(首都)인 장안(長安), 동도(東都)인 

낙양(洛陽)은 경제, 문화와 국제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고성건축은 웅장

                                            
25

 정관지치(貞觀之治)：중국 당나라의 太宗(태종)은 名君(명군)이어서 房玄齡

(방현령)·杜如晦(두여회) 등의 현명한 宰相(재상)과 魏徵(위징)·李楨(이정)·李勣

(이적) 등의 名將(명장)을 써서, 그 治世(치세)가 태평하였으므로 그 연호를 따

서 이른 말. 
26

 개원성세(開元盛世)：중국 당나라의 현종이 다스린 개원(開元) 연간의 치세 

또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태평성대를 비유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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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장려한 품격을 지내고 있다. 도시에는 수공업 공방과 개인 수공업

자가 많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당대 공예미술을 발전하였고 수준 또한 향

상하였다. 

이시기의 건축기술은  전무후무로 발전하였다. 주택은 삼합원(三合

院), 사합원(四合院)으로 되었고 가구도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수족이좌

(垂足而坐)의 생활방식은 점차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석지이좌(席地而

坐) 의 습관도 가지고 있어 입식생활과 좌식생활 두가지 생활방식이 공

존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새로운 형식의 좌구(坐具)들이 많이 생겼다. 

좌구(坐具)의 사용은 집안 장식과 가구배치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

고 천장은 높아지고 바닥은 장(欌)과 같은 무거운 가구의 하중을 받기 

위해 튼튼해야 했다. 이 시기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침상이나 의자에 

앉은 것이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가구의 특징은 조형상 매우 관대하

며 중후하고 풍만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다리는 굵고 크며 장식적

인 면에서는 화려함을 추구한다.  

당대의 좌구는 대부분 호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당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월아등(月牙凳)은 일종의 낮은 타원의 등자(凳子)로 월아등의 

좌부(坐部)는 안쪽으로 굽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호상(胡床)의 좌부와 

매우 흡사하고 의자의 다리는 곡선으로 당시 상탑 다리와 흡사하다. 월

아등(月牙凳)은 당시 귀족들이 많이 애용하였다.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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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주방(周昉), <당주방내인쌍록도(唐周昉内人雙陸圖)>의 월아

등(月牙凳), 미국 프리아 갤러리 

 

요고등(腰鼓凳)은 당시 당삼체(唐三彩) 자기 인형에서 볼수 있는 좌

구로 허리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갔으며 역시 귀족층에서 널리 사용되였고 

불교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좌구이다. 

좌구와 당대에 또 하나의 입식가구인 탁자(桌子)도  좌구 높이에 맞

춰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입식생활은 차(茶)를 마시는 문화와 더

불어 당대 중엽부터 정착하여 중국생활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7 

옻칠가구에는 이미 나전28(螺鈿) 감입(嵌入) 기술을 사용하였다.  

가구의 종류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면 단궤(短几),네모 혹은 

둥근 안(案), 높은 혹은 낮은 탁(桌), 등받이 의자, 팔걸이 의자, 침대, 옷

                                            
27

 국문리.“중국 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명,청시대 좌구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pp.19-21 
28

 나잔:자개를 무늬대로 잘라 목심(木心)이나 칠면(漆面)에 박아넣거나 붙이는 

칠공예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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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함 등이 종류가 다양하였다. 

<한희재야연도>[그림-6]에 그려진 가구조형들을 보면 그 시대 가구

의 크기, 비례등을 알수있다. 하지만 이 가구들은 소수  귀족들만 사용

하였고 일반 평민들은 사용하지 못했다.    

 

 

[그림-6] 고광중, <한희재야연도>(부분), 오대, 북경 고궁박물원 

                              

중국의 가구가 당말오대(唐末五代)까지 발전하면서 거의 고형가구

(高型傢俱)의 품종을 완비하였다. 이는 양송(兩宋)시대의 높은가구를 대

중화 시키는데 기초가 되었다. 

 

2.3 송(宋),요(辽),원(元)시대 

 

송(宋)대는 북송(北宋:960-1127)과 남송(南宋:1127-1279)으로 나뉘

어서 통치하였다. 이전까지는 군사적 업적이 있고 풍부한 토지에 대해 

특권을 가진 귀족층에 의해 통치되었던 중국은 송대에 들어 96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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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군부를 억압하고 문관(文官)을 우대하는 문치주의29(文治主義)를 시

행하였다. 강력한 관료정치제도가 확립되었고 새로운 사회계층 즉 상인, 

공무원, 지주들로 이루어진 자본가들은 사치품을 손쉽게 얻을수 있게 되

었다. 30 

원(元)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투루고 

몽골계 민족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했다. 이 새로운 왕조인 원은 지금의 

북경인 대도(大都)에 수도를 정하여 그 세력을 키워갔다.  원의 황제들은 

중국의 철학이나 문학보다 이색적인 외국종교 즉 불교(佛教)나 경교(經

教)에 흥미를 가졌고 건축은 인도와 티베트의 영향을 받아 위로 향하면

서 점점 작아지고 층을 여러 겹 쌓는 탑의 형식과 병행하는 티베트식의 

탑이 두각을 나타냈다. 원대의 통일은 각 민족의 융합을 촉진하였지만 

통치자가 민족차별정책을 실행하여 한족 사대부는 통치기구에 있으면서

도 정치상 뜻을 펼치기 어려워서 시문, 서화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냈

다. 31 

송,원 시대는 중국 봉건사회의 후기에 속한다. 오대의 분열과 북송

의 통일, 송,금의 대치와 원왕조의 건립에 따른 이 시기의 정치상황과 

경제발전은 미술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과학

기술의 진보는 공예미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황실귀족과 통치계급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

                                            
29

문치주의(文治主義): 예(禮)와 덕(德)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배 형태의 통칭이다. 
30

국문리.“중국 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명,청시대 좌구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p.21 
31

 Ibid.,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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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사대부 문인들간에는 서화작품, 문방구를 감상하고 소장하는 

기풍이 성하였다. 도시의 번영과 시민계층의 성장으로 미술은 이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밀접하게 사회 전체에 파급되었고 미술의 표현범위, 소

재, 양식이 더욱 다양해졌다.  

요(辽),원(元)대의 미술에는 여러민족간의 문화적 교류와 융합이 표

현되었고 공예, 회화, 조각 등의 방면에서는 각 민족의 지방색체가 드러

나게 되어 이 시기의 미술은 당나라 미술이 마련한 웅대한 기초 위에서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제작기법이 성숙해지고 창작이 왕성해졌다. 

32 

송대의 가구는 가구역사상 중요한 발전시기로 오대십국(五代十國)까

지는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이 공존 해왔다면 송대는 입식생활이 일반 서

민에게 전파되어 확립되었던 시기이다.  

오대십국(五代十國)의 가구는  부드러운 선(線)의 원형가구나 많았지

만 송대의 가구는 직선적인 가구들이 많았다. 송대 가구의 특징은 전시

대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소박하고 수려함을 지니고 있으며 장식적인 면

에서 전체적인 장식을 피하고 부분적인 장식을 하였다. 가장 큰 특색을 

말하자면 다리부분에 장식을 좋아하여 송(宋)대의 탁자(桌子)[그림-7]와 

의자(椅子)는 다리 부분의 변화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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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화 (역), 간추린 중국미술의 역사 (북경 중앙미술학원 미술사계 중국미술

사교연실, 1998)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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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조길(赵佶),<청금도(聽琴圖)>, 송대 탁자, 북송(北宋), 북경

고궁박물원 

 

송대의 의자의 높이는 현대의 의자 높이와 근접하였고 구조상에서도 

현대기법과 다를 바 없다. 송대의 의자는 종류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

져왔으며 그 종류로는 사출두관모의(四出頭官帽椅),권의(圈椅), 교의(交

椅)[그림-8],권교의(圈交椅) 등이 있고 등류는 방등(方凳), 원등(圓凳)，좌

돈(坐墩)이 있다. 송대의 의자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의자는 교의(交

椅)와 권의(圈椅)를 합친 권교의(圈交椅)로 권교의는 송대 회화에서도 자

주 등장한다.33 

 

 

                                            
33

국문리.“중국 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명,청시대 좌구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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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초음격구도(蕉阴击球图)>,교의(交椅),송대,북경고궁박물원 

 

      2.4 명(明), 청(清)시기 

 

  명(明)대(1368-1644), 중국 역사상 마자막으로 한족이 건립한 봉

건나라로 명나라 초기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수도(首都)를 지금의

남경(南京)인 응천부(應天府)로 정하였다. 태조는 그동안 몽고인이 한족

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

다. 이후 연왕(燕王) 주체(朱棣)의 반란으로 , 주체는 스스로 왕위에 올

랐으며 수도를 지금의 북경인 연경(燕京)으로 천도 하였다. 

남경(南京)인 응천부(應天府)로 정하였다. 태조는 그동안 몽고인이 

한족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후 연왕(燕王) 주체(朱棣)의 반란으로 , 주체는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며 수도를 지금의 북경인 연경(燕京)으로 천도 하였다. 

명대는 사회경제방면에서 전무후무로 발전하였고, 해상운반이 발전

하여 동남아 일대의 목재， 황하리(黄花梨), 자단(紫檀), 계시목(鸡翅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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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중국으로 수입되였다.  

명식 가구는 조형방면이나 공예방면에서 이미 당시 세계의 초고수준

에 달하였다.  청대초기에는 명대의 가구 스타일을 게승하였지만  건륭

(乾隆)시기는 공예기술의 발달과 통치계급의 취향문제로 가구 스타일이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34 

명나라와 청나라의 가구는 자기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

나라에서 만든 가구는 “명식가구”라고 하고 청나라에 만든 가구는 “청식

가구”라고 했다. 

 

제 2 절 비교분석 

 

1. 가구의 형(形)의 요소 비교 

 

가구의 형(形)는 형태, 형체, 실체로 형(形)의 요소는 다음 [표-2]과 

같이 가구를 형성하는 형태, 구조, 재료, 질감, 사이즈 , 비율, 장식, 무늬 

등 물질적 구성부분 이다. 이는 가구 조형을 구성하는 기초이며 각기 서

로 연계되고 의존 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34
扬耀， 명식가구연구(明式家具研究)（北京：中国建筑工业出版社， 1986）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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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형(形)의 구성요소 

 

가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연 조건, 경제, 기술 등 을 포함한다. 

여러 다양한 가구를 통해 그 본질(本質)과 구조 (構造)를 파악하고 가구

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분석 한다. 가구의 고정(固定) 요소와 내재

적(內在的) 본질을 중시하면서, 귀납과 환원을 통해 비슷 하면서도 다양

한 가구 형식을 얻으려 한다. 

조선시대와 명. 청시대의 가구의 표면적 특징은 가구의 형식과 모양

이다. 가구의 유형화(類型化)는 가구 자체의 형태 및 가구의 공간 사용 

형태를 포함한 가구 형태와 그 생활 내용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서로 다

른 가정 생활 방식으로 인해 서로 다른 가구 형태가 생성되고 , 가구 기

능 은 시대 발전의 영향을 받아 부단히 확장되며, 사용 기능의 분화는 

가구 형태의 유형화를 이룬다. 따라서 가구의 형식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유 형은 일정한 법칙을 지닌다.35 

                                            
35
劉鐵軍. “15-19 世紀 韓.中家具 디자인의 特性 및 比較研究”. 국민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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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 . 청시기의 가구 유형 
 
 

명.청 가구를 크게 의자(椅凳墩),탁자(桌案几),궤(櫥櫃格箱),침대(牀

榻) 4가지로 분류해 보았다.36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좌구이다. 

명· 청시대에는 의자의 종류가 다양하여 전통가구 중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명·청시대의 의자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3] 과 같이 교의(交椅), 권의(圈椅), 등받이의자

（官帽椅）,팔걸이의자（扶手椅），장미꽃의（玫瑰椅）등이다. 

팔걸이의자와 등받이의자의 형태은 비슷한다. 이 두의자는 무속요

(无束腰) 형태이다. 등받이의 높이는 다리 높이보다 더 높았다. 등받이는 

인체의 특징에따라 S형으로 설계되었다. 팔걸이는 곧은 목재로 만든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다. 37 

평좌생활 시기엔 안(案)과 기(几)가 널리사용되었다. 그러나 입식생

활로 변화, 발전하면서 안과 기는 점차 사라졌다. 탁자（桌）, 안, 기는 

기능이 비슷하여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제일 작고 

낮은 것이 기이다. [그림-9]에 보여주 듯이 크기가 제일 크고 길이가 가

장 긴것이 안이다. 탁자는 안과 기 사이에 있다.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124 
36

그림출처:朱家溍，明清家具（上）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大全集，（香港：商務

印書館，2002） 
37
왕베. “중국과 한국의 전통가구 조형성에 관한 비교연구”.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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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桌子)             안(案)               기(几) 

［그림-9］38탁자,안,기의 형태비교 

 

대형의 수납가구는 궤(櫃)나 주(櫥)이다. [표-5]에서 궤와 주를 명확

히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습관적

으로 주궤라고도 불렀다. 대부분 주와 궤는 다리와 기둥이 나무 한개로 

구성됐다. 다리와 다리 사이에 아판을 설치하였다. 안형주궤의 천판은 

테이블로 사용되었으며 천판아래 서랍이 철치되어있다. 서랍아래는 숨은 

수납공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이 없다. 꼭 서랍을 빼고 물건을 넣을 

수 있으며, 주궤의 형식과 변화가 주로 수납공간의 분할과 문과 서랍의 

배열로 표현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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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왕베. “중국과 한국의 전통가구 조형성에 관한 비교연구”.경일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39
왕베. “중국과 한국의 전통가구 조형성에 관한 비교연구”.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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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명.청가구유형-의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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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명.청가구 유형-탁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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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명.청가구 유형-궤.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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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시대의 장식기법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청대 가구에 있어 장식

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명대의 장식은 절대 과하자 않아 전아

(典雅)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며 , 청대의 장식은 반대로 풍부하고 화려

하고 과다하고 부귀스러운 느낌을 준다.  

조각은 장식 기법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가구들은 조각

을 통하여 문양(紋樣)이나 상징(象徵)을 나타내며, 상감(鑲嵌)역시 조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조각 방법으로는 총 여섯 가지로 모조(毛雕), 평조(平雕), 부조(浮雕), 

원조(園雕),투조(透雕), 종합조(綜合雕)이다. 모조는 요조(凹雕)라고도 하

며, 목재 표면에 굵고 가는 선으로 곡선과 직선을 조각하여 표현하는 방

법이다. 

 평조는 조각에 있어 일정한 깊이와 높이를 유지하며, 양각(陽刻)과 

음각(陰刻) 두종류이며, 음각은 모조와 거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부조는 조각에서 가정 많이 보여지는 기법으로 철조(凸雕)라고도 

한다. 저부조(底浮雕), 중부조(中浮雕), 고부조(高浮雕)로 나누어져 있고, 

노지(露地), 초노지(稍露地), 부노지(不露地)도 있다. 노지란 조각 도안 

안에 바탕이 있나 없나의 차이로 노지는 또 광지(光地)와 금지(錦地)로 

나누어지며, 광지란 바탕에 아무조각도 없는 것을 가리키며, 금지는 바

탕에 모각이 되어 있다. 부조는 조각 도안이 진한 것과 연한 것이 명확

하고 높낮이에 변화가 있어 평조와는 다르다.  

원조는 원주(圓柱)에 하는 조각으로 보좌(寶座)에 많이 사용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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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용두(龍頭)나 봉두(鳳頭)상이 많다. 다른 이름으로는 전조(全雕)라

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가구이서는 흔히 사용되디 않는 기법이다.  

투조(透雕)는 특히 명대가구이서는 많이 보이는 조각법으로 일면투

조(一面透雕)와 양면 투조(兩面透雕)가 있다. 일면투조는 가구 정면에만 

조화(雕花)를 하며, 양면 투조는 양면 모두 조화를 한다.  

종합조는 두개이상의 조각법을 합하여 하는 조각으로 부조(浮雕)와 

투조(透雕)을 합쳐서 많이 사용을 하며, 일정한 부조 범위에 투조를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높여 의자의 등받이에 많이 사용되었다.40 

상감의 또 다른 이름은 백보감(百寶嵌) 이라하며, 백보감은 특히 귀

중한재료를 사용하는 상감을 일컫는 말로써 옥석(玉石), 진주(珍珠), 상

아(象牙), 대모(玳瑁)등을 사용한다. 상감의 종류로는 포상(包象)과 전감

(填嵌)이 있으며, 가구를 장식하는데 있어 조각과 더불어 많이 이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는 나전(螺鈿)이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법랑

(琺瑯), 목조(木雕), 옥석(玉石), 자기(瓷器), 금은(金銀)을 사용한다.  

포상은 경질목재에 많이 사용하여 목재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되

며, 전감은 다른 재료를 삽입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또는 음각과 

양각을 표현한다.  

   감목(嵌木)은 전감의 일종으로 연한 색상의 나무와 진한 나무의 

색상 대조로 사용하였으며, 감자는 주로 등자(凳子)의 좌판에 사용했던 

상감이다. 두꺼운 자기(瓷器）는 주로 좌판에 사용을 했고 얇은 자기는 

사볍게 사용해야하는 장의 분이나 병풍 등에 사용했다. 나전과 대모 역

                                            
40

 국문리.“중국 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명,청시대 좌구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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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있으며, 두꺼운 것은 경질목에 많이 사용을 

하고, 얇은 것은 칠목(漆木)가구에 사용을 했다.  

동물의 뼈를 이용하여 상감을 하는 감골은 주로 청대에 많이 사용하

였으며, 명대에는 상아를 상감 한것이 더욱 많지만 남겨진 유물은 거의 

없다. 41 

 

1.2 조선시대 가구의 유형 

 

조선시대의 가구를 크게 사랑방 가구, 안방 가구, 부엌 가구 세 부

분으로 나누어 분류하었다. 

사랑방 가구는 문방가구가 주류로 이루고 있는데 [표-6]에서 글을 

쓰기 위한 서안 , 지필묵을 보관하기 위한 연상 , 지통 , 책을 얹어놓는 

탁자 그밖에도 다양한 소품이 있다.  

안방 또는 안채의 기물들은 [표-7]에서 보여주 듯이 대개 의복을 넣

어두는 장과 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물을 깊이 보관할수 있는 머

릿장, 몸의 단정을 위한 좌경, 바느질을 위한 반짇고리 등이 있다.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부엌은 음식을 만들거나 보관하고 그릇을 쌓어 

정리하는 식생활의 공간이며 겨울철에는 조리와 동시에 아궁이를 통하여 

온돌난방을 해결하는 경제적이고 효률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부엌은 취

사와 난방의 공간이며 동시에 식품과 식기의 저장 공간 [표-8]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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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리.“중국 가구 변천에 관한 연구:명,청시대 좌구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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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듯이 즉 창장 , 창탁 , 찬광 등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곳의 다양한 

역할과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표-6] 사랑방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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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안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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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주방 가구 

 

1.3 옷장 형(形)의 요소 비교분석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옷장과 명 . 청시대에 대표적인 옷장을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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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크기, 재료, 장식, 구조 면에서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표-9] 옷장 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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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의(意)의 비교 

 

전통문양은 그 나라 민족의식의 반영이며 동시에 창조적 미의 

표현이다. 이러한 면에서 문양 주제의 성격이나 표현내용은 개인의 

주관적 사상를 표현하기 보다는 민족 집단적인 가치와 감정의 의식적 

상징물로 일반화된 것이다. 전통문양은 실제가 양식화된 형태 혹은 

공상적 관념의 표상적 형태로서 시대적, 사회문화적 질서 속에 전개된 

조형단위라 할수 있다. 이와 같이 문양은 소박한 생활 욕구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코드화된 기호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즉 전통문양은 특정 사물의 연상작용에 의해 우리 민족의 

집단적 가치와 감정이 보편적 상징으로 표상화된 예술형식이라 할수 

있다.  

전통가구에는 초기 나전에 사용되었던 연당초문, 보상화문, 

쌍봉문,쌍용문 등이 가구에 나타나며 서수문(瑞獸紋)으로는 불사조, 용, 

봉황 등이, 서초문(瑞草紋)으로는 동백, 연꽃, 불로초 등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관념문의 형식으로 불교적 문양으로는 여의두문, 안상문, 뇌문, 

보상화문이 연당초의 대문(帶紋)과 더불어 쓰였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전란과 당쟁의 불안 속에서 재앙을 면하고 길서를 부르는 의미로서 

오복을 상징하는 편복, 부귀를 나타내는 모란, 다남(多男)을 상징하는 

석류 등으로 표현되었다. 또는 장수와 수복강녕을 기원하면서 자연을 

사색하는 염원이 십장생 등의 문양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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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빈한 사상을 표출하는 매란국주의 사군자가 사랑방가구에 표현하였다. 

그리고 17,18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학풍인 실학사상이 대두되면서 점차 

왕실 등 특권계층에서도 산, 새, 곤충, 악기, 책거리,쌍희 등과 같이 밝고 

아름다운 문양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수복을 곁들인 기하학, 

길상문양 등 추상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적 문양이 발전 되었다.42 

중국인의 독특한 문화 응집과 축적으로 되는 용(龍)과 봉황(鳳凰)은 

이미 매개인의 잠재 의식에 뿌리를 내렸다. 개념적 차원에서 보면 

용ㆍ봉황 문화의 심미 의식은 이미 사회 문화의 각분야, 측면에 침투 

되어 있다.  

용(龍 )은 원시적 본질 중의 양(陽 )을 대표 하면서 생식, 풍요로움, 

활력 등 뜻을 나타낸다. 한편 봉황(鳳凰)은 상서로 움 , 행복 , 여성성의 

화신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상징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권세, 고귀함, 

존귀와 영예의 상징이기도 했다. 원(元)나라 시기부터 모든 벼슬 아치와 

서민이 용(龍 )과 봉황 (鳳凰 )을 장식에 사용 하는 것이 금지 되었고 , 

명(明 )나라, 청(淸 )나라 시기 에 이르러서는 용과 봉황 무늬의 사용에 

더욱 엄격히 규제되어 황제와 황후 만이 사용 했다.  

그리하여 민간에서는 가구를 제작할 때 용 무늬가 점차 추상적인 

초룡 (草龍) 무늬로 변화되었다. 상징적인 장식 무늬에는 부귀 (富貴)를 

상징하는 모란꽃, 자손 만대를 상징하는 넝쿨 ,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 학, 복숭아, 자손이 많음을 상징하는 조롱박, 석류 , 포도 , 

청렴고결(淸廉高潔)을 상징하는 매화, 난초 , 대나무 , 국화, 상서로움과 

                                            
42
남경숙 외 3인,한국전통가구,서울:한양대학교 출판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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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 지혜를 상징하는 영지, 화합과 취합 및 가족의 단란함을 

상징하는 연꽃, 불교를 상징하는 완자문 (卍字紋 ), 행복 (幸福)과 장수 

( 長 壽  )의 겸비 ( 兼 備 )를 상징하는 박쥐와 감복숭아 등 이 있다. 

사람들은 자연계의 아름다운사물을 예술적으로 개괄하여 자연을 초과 

하면서 더욱 장식성이 넘쳐 흐르는 가구 장식 도안을 형성했다.43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전통문양을 [표-10]와[표-11]같이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43
劉鐵軍. “15-19 世紀 韓.中家具 디자인의 特性 및 比較研究”. 국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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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전통문양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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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전통문양의 비교2 

 

 

 



 

 48 

3. 가구 용(用)의 비교 

 

한국의 가구 는 모두 좌식왜족가구 (坐式矮足家具 )이며 중 국 의 

가구는 모두 입식고족가구 (立式高足家具)이며 , 이에 따라 동방 가구 의 

2대 체계가 확인되었다. 

단 이 두가지 가구 체계는 서로 고립된 것이 아니 라 서로 간 영향

을 받았으며 , 북경사합원(四合院)의 온돌 위 가구는 사용방식에서 좌식

가구의 특징을 일부 보유 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희(朱熹)를 대표 로 하는 유 

가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송(宋)나라, 명(明)나라 이학(理學)은 조선시기사

상 주류로 되었다. 

조선시대 석(席)은 일반적으로 일인(一人)용 이었다. 예(禮)는 사회를

 바로 잡는 도구로 되었다. 때문에 예(禮 )를 기반으로 하는 연석(筵席 )

제도는 광범하게 적용 되어 위로는 통치계급 , 아래로는 서민백성에 이

르렀다.44 

[그림-10]에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을때 다리의 무릎 부위와 종아

리의 경골을 착지시키는 것으로 전신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피로 해진다. 전신 무게가 둔부에 주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

해 생활 가운데서 궤란 가구가 나타났다. 

 

 

                                            
44
劉鐵軍. “15-19 世紀 韓.中家具 디자인의 特性 및 比較研究”. 국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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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조선시대 사대부의 앉는 자세45 

 

조선시대 양반주택의 남녀 공간 분화와 건축구조상 ‘온돌’ 난방시설

을 사용하는 좌식 생활방식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은 좌식 침구 형태가 

형성되게 했다. [그림-11] 

 

[그림- 11] 안방 침구형태46 

 

                                            
45

그립출처: 劉鐵軍. “15-19 世紀 韓.中家具 디자인의 特性 및 比較研究”. 국민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224 
46

그림출처: Ibid.,p.226 



 

 50 

 명나라, 청나라 가구 중 에서가장 전형적인 입식 고족 (高足) 가구

는 의자와 침대이다. 침대의 형태는 최초 의 오픈식에서 밀폐식의 변화

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침대와관련된 가장 이른 기록을 보

면 ‘ 전국책.제책(戰國策 .齊策)’에서 ‘맹상군 (孟�君)은 초 (楚)나라에 

상아로 만든 침대를 선사했다’ 고 했다. 한대(漢代) 시기의 유희 (劉熙 )

는 침대란 몸을 올려 놓는곳 ’ 이며 , ‘ 사람들이 앉고 누워있는 곳이 바

로 침대다’고 말했다.47 

명,청 시기에 들어서면서 침대의 디자인도 성숙기에 이르게 된다. 

특히 청대에 이르면서  고족가구가 형태와 사용성 , 예술성 방면에서 전

성기에 이르게 된다. [그림-12]과 [그림-13]이 보여주듯이 침대와 탁자, 

의자등 가구는 화려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2] 건룡연침의정도(乾隆燕寝怡情)- 탁자 

                                            
47

 Ibid.,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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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건룡연침의정도(乾隆燕寝怡情)-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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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선시대와 명. 청시대의 목가구 병치

혼합 

 

제 1 절 혼용 가능성 분석 

 

병치(併置)는 ‘아우르다’, ‘합치다’의 아우는 병(併)과 ‘두다’,’배치하

다’의 둘 치(置)의 한자어로 두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다른 것을 다른 것을 한곳에 둔다는 의미

로 병치혼합은 두가지 이상의 것을 합하여 새로운 구성을 뜻한다. 48 

병치혼합 디자인은 유사개념으로 믹스 앤 매치, 융합 등 용어가 있

다. 먼저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디자인 양식 병치혼합 디자인 혼용 가

능성을 이론적 근거를 찾아본다. 디자인 연구는 예술을 보함하는 인문학

가 자연과학을 거치는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통섭의 학문으로서 형태를 

창조하는 행위에서 복잡한 시스템과 해결방법을 다룬다. 디자인은 통섭

의 학문으로써,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에 으르는 지식과 방법론을 

종합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49 

 

 

 

                                            
48

 송윤섭. “전통과 현대공예양식의 병치 혼합적 특성을 적용한 가구디자인 연

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p. 14 

 
49

 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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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작품 설명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통 목가구와 명.청 시대 가구의 양식을 병치 

혼합하여 두 작품을 제작하였다. 첫번째는 조선시대의 소반을 명.청시대

의 장식으로 실용적이지만 좀 더 화려한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두번째는 

조선시대의 삼층탁자에 명.청 시대의 조각기법을 더하여 보다 예술적 조

형물로 디자인 하였다.  

 

1. 소반 병치혼합디자인 

 

 

[표-12] 소반 병치혼합 디자인 콘셉 

소반을 제작할때 조선시대 목가구에 자주 사용하는 오동나무를 사용

하였다.오동나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구재로서 심재와 변재의 구분이 

거의 되지 않고 옅은 홍백색을 나타난다. 나무가 약하여 골재로 쓰지 못

하고 판재로 이용되며 온도에 민감하여 가구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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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수 있고 해충의 피해가 없는 장점이 있다.50 

 

1.1 소반 제작 과정 

1) 나무를 선택하다. 

오동나무의 거친 부분을 정리하고 재단한다.  

 

 

[그림-14] 나무를 고르다. 

 

2) 조각한다  

사용할 이미지를 디자인 하고 조각한다. 앞판은 화초 조각을 하고 

옆판은 편복 조각을 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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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편복문과 화초문을 조각한다. 

 

3) 제작한 상판, 측판을 짜맞춤하여 고정시킨다. 

 

 

 

[그림-16] 조립하여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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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번 사포와 옻칠을 반복한다.  

 

 

 

[그림-17] 옻칠을 하다 

 

5) 조각한 부위에 삼감 기법중에 금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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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반 병치혼합 작품 

 

 

[그림-18] 소반 병치혼합 작품 (앞면) 

 

 

 

[그림-19] 소반 병치혼합 작품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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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소반 병치혼합 작품 (윗면) 

 

 

 

[그림-21] 소반 병치혼합 작품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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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층탁자 병치혼합 디자인 

 

 

 

[표-13] 삼층탁자 병치혼합 디자인 콘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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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층탁자 병치혼합 작품  

 

 

 

 

[그림-22] 삼층탁자 병치혼합 작품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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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삼층탁자 병치혼합 작품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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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삼층탁자 병치혼합 작품 (세부)-1 

 

 

 

[그림-25] 삼층탁자 병치혼합 작품 (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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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명.청시대와 조선시대의 전통 목가구를 비교분석 하고 병

치 혼합 디자인을 통하여 명청시대와 조선시대의 목가구 양식의 혼용 가

능성을 연구하며 실제 목가구를 제작하였다. 전통가구는 오랜 발전을 거

치였으며 선명한 민족특색, 합립적인 구조, 성숙한 장식기법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 가구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조선시대 가구

는  간결한 조형성이 있고 자연미와 소박미를 숭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명.청 시대의 가구는 과도한 조각과 장식 , 화려한 그림과 색상을 추구

하며 부귀하고 호화로움을 숭상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두 시대의 가구 

양식을 병치 혼합 하므로서 장식적이지만 과도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자

연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이는 현재 가구가 사용성을 목적으로만이 아닌 예술적 가치를 부여

한 공간속 예술작품으로  연출하며  한국과 중국의 정서가 담긴 전통적 

느낌의 목가구를 제작하는데 노력하였다. 즉 , 가구가 가지고 있는 외적  

형태와 실용성에 대한 디자인이 사용자를 위한 가구가 아닌 공간 연출과 

나라의 정서가 담긴 가구로도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통가구와 명.청시대 전통가구의 양식을 병치 혼합한 

디자인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 향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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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가구 양식 혼용 디자인

을 통하여 전통가구를 재해석하여 문화적인 우수성을 찾아내어 혼용을 

진행하면서 가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조선시대와 명.청

시대의  전통 가구에 대해  , 연구를 진행하는 최종 목적은 옛 문화의 

우수한 점을 계승 하면서 더욱 창조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통 예술미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과정애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병치혼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가

치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문화와 예술간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조선시대와 명.청시대 목가구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문화, 생활 방식 차이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아서 각기 다른 가구를 

탄생시켰고, 이는 현재 창조적인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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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urniture Design Applied with 

the Mixture Characteristic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ing & Qing Dynasty  
 

Jiang Ling 

College of Fine Arts, Faculty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upon that changes, changes in format, meaning of 

wooden furniture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Ming & Qing Dynasty to 

fi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Uphold the excellence of furniture styles 

against each other, Seeking to identify potential combinations with the 

mixture. 

furniture is much closed to humans’ life,  and is easy to change along w

ith the culture. The Joseon Dynasty and the Ming & Qing Dynasty , their 

furnitures have shown different types and styles in order to suit their 

different customs, and finally resulted in different furniture systems with 

distinc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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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seon Dynasty and the Ming & Qing Dynasty for wooden 

furniture, generally speaking that lifestyle difference and other culture makes 

different furniture. 

We try to build up our framework of comparative study on Chinese 

and Korean furniture, taking the connection between furniture as our visual 

angle. 

 

 

Keywords : the Joseon Dynasty , the Ming & Qing Dynasty, culture, 

wooden furniture 

Student Number : 2012-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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