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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안성유기(安城鍮器)의 역사적 생과 안성 유기장(鍮器匠)의 실

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안성맞춤유기 생산전통의 전승 원동력에 대해 탐

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민속지

를 작성하여 안성유기와 유기장에 대한 사료(史料) 축적 또한 기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시키기 위해 전자본주의 사회 상품의 

존재에 대한 환기 속에 상품으로서 안성유기의 역사적 생과 생활인으로서 

장인의 실천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근대와 근대에 대한 단절

적 이해와 근대 기술문명에 대한 배타적 인식에 기반하여 형성된 전근대 

물질문화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

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현대 안성이라

는 실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은 당

해 문화의 생산‧향유층인 민중이 과거와의 연속성을 갖고 현재의 일상생

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둘째, 상품은 근대 자본주

의적 산물만이 아닌 전근대‧근대를 통해 역사적 생애를 갖는 것으로 장인

과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있다. 셋째, 장인의 정체성은 전근대적 전통계

승자가 아닌 장인‧상인‧노동자‧기술인‧경제인의 정체성이 결합된 생활인이

며, 전통계승자의 정체성은 생활인의 정체성에 종속된다. 그리고 전통 전

승의 원동력은 생활인으로서 장인들의 실천에 있다.

 안성유기는 조선후기 발달된 안성의 교통로와 이를 토대로 대장(大場)으

로 성장한 안성장(安城場)을 기반으로 하여 상품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왕실유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의 선수장인(善手匠人) 명성 획득과 함께 

“안성맞춤”이라 명명되며 전조선 최고 유기 상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 속에 조선은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안성장을 중심으로 한 안성경제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철

도노선에서 비켜나면서 경부철도 인근 정착역인 평택역 상권에 의해 압도

당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안성유기는 평택역을 통해 밀려드는 외래

물품, 그 중에서도 “왜사발”이라 불리던 일본산 사기(沙器)에 의해 그 

상품가치에 대타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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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유기가 안성맞춤유기의 명성을 획득한 조선후기 이래 안성 유기장들

은 한편으로 안성맞춤유기의 명성에 기대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맥락

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성유기의 상품가치를 유지하였다. 식민

지 시기 유기장들은 안성유기의 쇠퇴상을 만회하기 위해 설립된 안성유기

제조주식회사를 필두로 이러한 전략을 확장하여 실천하였다. 이들의 실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안성유기장들은 우선 1920년

대 등장한 “조선물산장려운동”의 기치 아래 ‘민족․전통담론’에 기대

어 안성유기의 민족적 전통성․지역적 고유성․제조기술의 탁월성․품질의 우

수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일제를 통해 수입되는 새로운 문명․물
산들에 대응하여 안성유기가 전근대의 산물이 아니라 ‘서구과학문명’과 

‘근대’편에 서 있거나 그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장인들은 판매 전략의 근대화, 근대적 소비수요에 맞춘 새로운 

상품 개발 및 품질개량, 주물유기제작법 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였다. 

 해방 후에는 식민지 말기 일제에 의해 전멸의 상태가 되다시피 했던 유

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안성에서는 유기점

과 시점(匙店)․연죽점(煙竹店) 등 유기 관련 업종이 이전 성시의 분위기를 

되찾게 되었다. 당시 유래 없는 호황 속에서도 안성 유기장들은 당해 유

기점의 고유상표와 함께 “안성맞춤”을 상품에 새겨 민족․토착 담론을 

상품판매 전략에 활용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성유기점

에서는 식민지기 형성되었던 자신의 상품과 근대담론을 연결시키는 노력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근대화․산업화가 심

화되는 시기 안성유기장들이 경쟁력을 잃고 유기업을 접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50년대 말 무렵 사고납 유기의 등장과 연탄이 연료로 대중적으로 사용

되면서 유기는 변색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양은․스테인

리스 식기가 대체상품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었고, 유기는 일상에서 급격

히 폐기되어 갔으며 그 상품가치는 추락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 

안성유기점들은 폐업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

었다. 이 시기 K씨는 당시 정권의 관광 포클로리즘(Folklorism)에 적극 부

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정권에 의해 선택된 전통인 관광토산품․모조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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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업자로 변화시켰고, 안성유기는 관광공예품․전통문화상품․근대생활용품

으로 그 생을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점주가 아닌 장인들은 관광공예품 

제작자, 민속공예품 제작자, 모조골동품 제작자 등으로 그 정체성을 변화

시키며 생존해 갔으며, 관광 민속촌의 등장과 더불어 장인 자신이 관광 

상품이 되는 경우도 생겨 장인의 정체성에 관광 상품이라는 항목이 추가

되었다.   

 1970년대 말 K씨는 지식인에 의한 ‘민족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한국브리테니커사 전통문화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유기식기․제기 등 전통

적인 유기상품 제작을 재개했고, 안성유기는 일상상품으로 재맥락화 되었

다. 그러나 다시 등장한 유기는 이전의 대중성을 떠나 특정계층을 중심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화 된 상품이 되었으며, 그 형태 또한 현대 생활

에 맞춰 변화되었다. 한편 유기식기의 붐에 힘입어 스테인리스 제작에 사

용되던 이른바 ‘시보리’(Spinning Machine) 등 기계가 방짜유기장에 의

해 유기식기 제작에 도입되었고, 1990년대 안성에도 보급되었다. 이에 따

라 안성유기점은 주물유기제작법 특화시대를 막 내리고 기계를 사용하여 

주물과 방짜기법으로 제작되는 기물 모두를 생산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즈음 정부의 관광 포클로리즘과 연계된 ‘민족문화중흥’ 정책에 힘입

어 안성유기와 장인은 인멸위기의 문화유산으로서 발탁되었고, K씨는 유

기장으로 전통계승자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1983년 방짜유

기장, 반방짜유기장과 함께 주물유기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77호 보유

자에 선정되어 전통계승자로서 공식 지위를 획득하였다. 무형문화재 정의

에 부가된 근대 예술의 개념에 의거 장인들은 전통계승자인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됨과 동시에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갖게 

되었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점의 생산물은 일반 유기 상품과는 

차별화된 작품으로서의 생을 갖게 되었고, 그 상품가치에도 민족예술품의 

가치가 부가되었다. 이렇게 무형문화재 지위가 문화자본으로서 뿐 만 아

니라 경제자본으로서 기능함이 가시화되자 장인들은 이를 획득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다.

 유기장들에게 전통이란 근대화․서구화 과정에서 파괴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고유하고 탁월한 민족의 문화유산’과 같은 것은 아니다. 식

민지 시기 이래 그들이 지키고자 한 전통은 안성맞춤의 명성을 획득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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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안성유기의 상품성과 그러한 맥락 속에 있

는 장인으로서의 일상이다. 이에 따라 격변의 시기 안성유기와 장인의 정

체성을 위협했던 근대․과학문명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대립적 구도 속에

서 파악하지 않고 변화된 시대적 맥락에 맞춰 신상품과 기술의 개발을 통

해 그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왔다.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

해 전통계승자의 공식 지위마저 문화자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통을 현대 사회 속의 문화적 섬으로 위치 지우는 한국사회 

전통담론의 주요흐름을 형성하였던 전통계승담론과 문화상품화론적 접근

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대상인 유기와 유기장을 근대

에 의해 단절된 비역사적 시간 속에서 구제하여 끊임없이 변화의 흐름이 

진행되는 역사적 시간 속으로 위치 지우기 위해 유기는 상품으로 장인은 

생활인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상품으로서 유기의 역사적 생과 

생활인으로서 장인의 실천에 대한 조명으로 전통과 그 담지자를 허구의 

산물화하는 극단적 구성주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전통은 당해 전통 담

지자들의 실천을 통해 과거와의 연속성을 갖고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구

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통 전승의 원동력은 이

러한 생활인으로서 장인의 실천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근대의 문화적 요

소로 하여금 현대 사회 속에서 부단히 시대적 변화와 직면하여 생존력을 

키워가게 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러한 시각을 통해 무형

문화재 제도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제도를 통한 전통전승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성유기와 장인에 대한 상

세한 민속지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을 본고의 의의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다.

주요어 : 안성(安城), 안성장(安城場), 유기(鍮器), 안성맞춤, 유기점

(鍮器店), 유기장(鍮器匠), 장인(匠人), 선수장인(善手匠人), 생활인, 

전통계승자, 무형문화재, 일상문화상품, 전통문화상품, 생산전통, 관

광 포클로리즘(Folklorism), 상품, 상품가치, 장인의 실천  

학 번 : 2004-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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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정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인명의 대부분은 알파벳으로 표기했다. 다만, 안성

유기와 장인에 대한 사료 축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선후기 이래 문헌자료

에 제시되었거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인들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사진과 지도 등의 출처는 본문, 각주, 해당 자료의 캡션 등에 표시했으며, 밝

히지 않은 자료는 필자가 직접 촬영한 자료이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학연구조성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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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향

 유기(鍮器)는 재료적 특성을 중심으로 규정된 명칭으로, 구리를 중심으로 

한 주석, 아연, 니켈, 납 등 비철금속의 합금으로 볼 수 있다. 한국유기의 

기원은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놋그릇”이나 “놋쇠

로 만든 생활용구”1)로서의 유기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안압지 

발굴출토유물(이난영 1983)이나 일본 나라 정창원(奈良 正倉院) 소장유물

(이난영 1992)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유기는 오랜 역사 속에 이 

땅 사람들의 생활 용구로 자리 잡았던 하나의 문화요소이다. 

 안성유기는 조선후기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유명했

다. 안성유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장명사탑지석(長命寺塔誌石)에 보인

다. 이 탑은 안성의 동부 죽산면 죽산리 서부동에 있던 탑(黃壽永, 1987)이

라 전하는데, 탑지석과 함께 청동사리함이 나왔다. 탑지석에는 탑의 조성

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열거하며 “… 鍮匠 只未知”라는 문구가 나온다. 

조성 년대가 ‘통화(統和)15년(997년, 고려 성종 成宗 16)’이니 최소한 고

려 초반 경에는 안성 또는 인근지역에서 유기제작이 이루어졌고, 유기장 

또한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성유기 및 유기 장인에 대해 명확하거나 자세히 언급

된 문헌 기록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또 1900년대 중후반에 작성되기 시

작한 연구물들은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는 김영호(金泳鎬)의 “안성유기

산업(安城鍮器産業)에 관한 조사보고(調査報告)”(1965)를 비롯하여 1980년

대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작성된 맹인재(孟仁在)․김종태(金鍾太)의 

“중요무형문화재지정보고서(重要無形文化財指定報告書) 제(第)139호(號) - 

안성유기장(安城鍮器匠)” 등 조사보고서 형식의 연구들이 주류를 차지한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20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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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학위논문 등 여타의 연구들도 이런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 필자는 옛 문헌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안성유기‧유기장2)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단편적 문헌 및 금석문 등 이미 알려진 자료에 새로운 

문헌 등을 발굴·종합하고, 현지연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안성

유기의 생산전통에 대한 상세한 민속지 작성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안성유기와 그 장인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개연

성 있는 연구물 제시로 후학들이나 향후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의 “저변”문화(전경수 2009: 59~63)로서 유기관련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학계의 제한적 시각을 통해 형성된 관련 문

화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성유기와 유기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비서구 소위 미개사회에서 과학

적이고 근대적인 서구 사회의 과거 문화를 추론해 내고자 했던 진화론적 

시각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이들 연구는 일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식

민지상태를 경험하며 급격하게 모든 주류 제도와 문화가 서구화․근대화되

고, 서구 또는 외래문화의 선진성에 비해 비천하고 미개하며 저급한 것으

로 치부되어 왔던 한국문화 속에서 고유하고 탁월한 문화적 전통을 찾아 

보호하고 계승하고자 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서구화․근대화를 추구하던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정된 문화

재 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1962년 시작된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

재에 대한 정의에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 이라는 이념은 2010년

2)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는 수립 초기부터 그 정의에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1962.01. 
10. 제정 문화재보호법)이라 하여 유기 등 공예분야에 있어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보는 
관점을 견지했다. 그리고 종목명칭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이라 하여 결과적으
로 ‘유기장’이라는 명칭이 기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나 문
헌적 전거를 통해 볼 때 ‘유기장’을 장인 외에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는 장인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는 
인적보존 방침을 지속해 온 것으로 인해 정책 상 장인을 지칭하는 ‘유기장’을 종목 명칭
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게 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유기장(鍮器匠)’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기를 만드는 장인에 국
한하여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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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에 따른 많은 가감에도 불구하고 건재하

다. 이는 학자들의 사라진 또는 인멸위기의 한국문화유산을 구제하고자 

해왔던 관점의 반영 결과이자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문의 시각 또한 

이렇게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유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발굴출토유물을 비롯한 

잔존 유물들을 통해 한국 물질문화의 우수성, 고유성을 가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과거를 해명하고자 하는 집착으로 유기관련 문화

의 현재성을 간과하며, 이미 사멸된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한다. 

그리고 사라져 가는 우리민족의 고유하고 탁월한 민족예술을 지닌 고급 

예술인으로 유기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전통을 생산하는 전통계승자인 무

형문화재로서만 그들에게 접근하여 유기장이 생활인으로 자신의 삶을 통

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놓치고 있다.

 유기와 유기장에 대해 잔존물로 접근하는 이와 같은 시각은 “기원에 대

한 향수”, 진정성에 대한 “강박관념” 등 전통에 대한 서구 낭만주의적 

인식을 공유한다(장 보들리야르 지음/배영달 옮김 2000(1968): 118). 그리

고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전통․민속은 근대와 정반대의 자리에 

존재하는 근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무엇, 근대화가 고착된 현 세계에서

는 문화적 섬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전근대와 근

대는 양립할 수 없는 대립된 두 쌍으로 이분법적으로 놓여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전근대와 근대에 대한 단절적 시각은 인류학이나 민속학의 물

질문화연구에 있어서도 비상품/상품․전기술적/기술적․전산업적/산업적이라

는 대립된 쌍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전근대 사회에는 공동체의 의례

와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의미를 생산하는 비상품 생산이 지배적인 것

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근대 사회 상품의 존재를 망각하게 해왔

다. 아울러 상품은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이며 인간 소외를 불

러일으키는 존재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고, 사물 그중에서도 특히 상품과 

인간의 관계 또한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되었다.   

 필자가 처음으로 안성유기와 유기장을 접하게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안성시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고(故) K씨와 연계하여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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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박물관을 건립하고 개관하게 된 2002년이다. 이후 필자는 무형문화재 

지정 등 각종 계기로 유기장들과 접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과

정에서 보아온 그들의 모습은 전근대와 근대의 적대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라져가는 전통의 남아있는 계승자라기보다는 생활인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와 정책,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에 적응하거나 투쟁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전통

계승자의 공식지위인 무형문화재 신분 역시 장인들에게는 생활인으로서 

경제적 이권획득을 위한 문화자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오히려 

그러한 전통 계승자로서의 순수한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지

정 과정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대부분 관련 연구자들인 문화재위원이나 정

책 담당자들이었다.

 또 유기장들은 행정당국이 무형문화재에게 요구하는 과거의 산물인 문화

재를 재현3)하거나 그 기예 시연 등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

들의 현재 수요를 반영한 상품으로서 유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

품과 그 생산자인 장인의 관계 또한 적대적인 것이 아닌 끊임없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상품성 배가 노력을 통해 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상호보완적인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에 잔존물, 무형문화재인 전통계승자로서의 유기장에 집중된 

기존연구의 제한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와 근대에 대한 단절

적 이해를 지양하고,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곧 주체의 실천에 

대해 환기하여 과거의 잔존문화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래 한국민속에 대해 사라져가는 과거를 밝히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기존 연구들에 대한 비판 속에 ‘전통창출론’이 등장하여 이왕의 민속연

구들이 놓쳤다고 생각되는 현재성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김성례 

1990; 2008; 남근우 2008a, 2008b; 정수진 2007a, 2008) 이들은 이러한 시

각을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원형론적 시각과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을 

3) 이러한 경우에도 종묘제기 등 복제품이나 재현품을 박물관 전시 등을 위해 행정당국의 
주문에 따라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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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데 열중했다. 그리고 현재성에 대한 강조 속에 시간의 연속성․실
제 과거의 존재를 부정하며, 전통은 실재하는 것이 아닌 담론․해석적 차원

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극단적 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

각에 따르면 전통과 당해 전통 담지자는 허구의 산물이 된다.  

 전통은 그 담지자의 현재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관

점 없이 정체성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통의 기원은 현재에 

있다거나(김성례 2008: 257~258), 모든 전통은 만들어진 것, 더 나아가 전

통은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Hanson 1989; 남근우 2003)이라는 등

의 논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 온” “저변”문화(전

경수 2009: 59~63)로 민중의 삶 속에 존재하는 전통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서구 식민지 경험이 있는 많은 비서구 민중들의 현재의 삶과 불

협화음을 양산한다. 

 사람이 삶을 담론이나 해석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전통은 실제생활에

서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는 구조 또는 문화로 존재

한다. 아울러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이해관계

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기 존재하는 전통을 객체화해 선택하거나 재현하기

도 하고,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옆이나 뒤에 놓아두기도 

하며, 무관심 속에 잊혀 지게도 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

기도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삶에 대한 이러한 다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전통4)을 전근대의 잔존물로 규정하게 하는 낭만주의적 인식과 

전통 및 그 담지자를 허구의 산물로 만드는 극단적 구성주의 인식의 한계

를 뛰어넘어 유기장들의 삶을 통해 인간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만들어왔고, 

만들어가고 있는 전통 또는 문화에 대하여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시도하고

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전근대와 근대에 대한 단절적 이해를 지양하고, 전통에 

대해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닌 그 문화의 주체인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

4) 홉스봄의 전통창출론 이래 전통에 대한 많은 논의들 속에 이 용어 자체도 혼동 속에 존
재하는 형국이 되었다. 본고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전통이라는 단어는 시간적 측면에서 
규정된 문화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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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과거 전통과의 연

속성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창출되는 전통의 ‘선험적 모델 a 

priori model’(Linnekin 1983: 241)로서 뿐만 아니라, 선택되거나 객체화되

기 이전의 전통, 그리고 선택되지 않거나 객체화 되지 않는 전통 등도 포

함하는 것으로 실제 과거와 객체화․선택․해석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만들

어가는 과거, 현재의 상호작용 속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전통의 

진정성은 당해 문화의 주체인 인간이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지속과 창

출의 과정을 통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 속에 존재한다는 시각을 제

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해문화의 주체는 국가나 지식인 등 해당 사회의 

토착지배엘리트가 아닌 그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민중들임을 역설하

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전근대 일상생활용품으로 존재하던 전통물

질문화라 칭해지는 사물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전통

물질문화인 사물 또한 현대 사회 속에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골동품과 같

은 전근대의 잔존물이 아닌 전근대와의 연속성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근대를 살아왔고, 현대를 살아가는 역사적 생애를 갖는 것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낼 정

도로 유명했던 조선후기에 상품으로 재탄생한 안성유기의 역사적 생애와 

관련 문화의 생산자인 생활인으로서 안성유기장들의 일상에서의 실천5)과

정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품을 근대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하여 전근대의 문화

5) 근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실천’은 “학문적 실천”‧“문학적 실천” 등으로 “순수학문”‧“순수
문학” 등 ‘순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곧 정치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
로 실천을 통한 체제 변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었다. 인류학계에서는 1980년대 실
천이론이 중심 상징으로 등장하였고, 실천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 행위”을 일컬었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정치적 실천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실천과 체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
간의 실천을 통한 체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체제의 재생산을 야기하는 측면 또한 연구되
었다(Ortner, 1984: 149~155). 본고에서는 실천의 의미를  “모든 인간행위”로 규정하고 
논지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심논의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실천이 될 것이며, 
또 모든 인간행위에는 정치적 행위가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실천의 개념에 내포된 정치적 
측면 또한 본고의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형태에는 비의도적인 행
위, 체화된 행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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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괴하고, 인간 소외를 창출하는 적대적 존재로 파악하는 문화상품화

론(전경수 1994; 그린우드 1994(1977); 존슨 1994(1978); 박현숙 1989; 문옥

표 2000)적 접근을 지양하고, 주체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변증법적 과

정으로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삶을 지속하는 전통문화의 한 요소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1980년대 이래 사물의 사회적 생에 대한 접

근(Appadurai 1986)및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과정적 이해(Miller 

1987) 등 인류학계의 상품의 능동성에 대한 재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대부분 기존 인류학계의 관련논의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소비자(사용자)가 아닌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 

생산물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 했던 생산자인 장인을 주체

로 설정하고, 그 실천과 생산물인 상품의 관계 속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

갈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의 경험 속에 전근대사회 전통물질문화

의 한 요소로 존재하던 상품이 끊임없는 탈상품화6) 압력 속에서도 상품

6) 말리놉스키 이래 인류학에서는 사물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상적인 상품(ordinary 
commodities)”과 제한된 의례적 맥락에서 특정인들 사이에 교환되는 비상품 범주인 “가
치재(valuables)”로 구분하여 왔다(Kopytoff 1986: 95). 이러한 구분에 기반하여 “탈상품
화 decommoditization”는 의례적 맥락과 밀접히 연계되어 사물이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단계에서 벗어난 현상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Appadurai 1986: 
23; Davenport 1986: 105~108). 이러한 탈상품화는 개별화(singularization) 과정에 의
해 진행되며, 그 특징은 “드문(uncommon), 비교할 수 없는(incomparable), 독특한
(unique), 개별적인(singular), 그러므로 어느 것과도 교환될 수 없는(not 
exchangeable)”것으로 극단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Kopytoff 1986: 69). 그러나 최근 이
러한 상품‧상품화와 탈상품화의 차이에 대한 극단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물의 사회적 삶
을 상정하고 상품은 모든 사물이 전 생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상황으로 바라보는 
사물에 대한 과정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Appadurai 1986; Kopytoff 1986). 

    특히 전근대 사회 전통적인 물질문화의 일부로 존재하던 일상 생활상품의 경우 식민지 
근대화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의도에 의해 대체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고 그 
유용성을 다하여 일상에서 점차 폐기되는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집단적‧민족적 의지에 의해 일상 상품의 지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그 물질
은 골동품이 되고, 그 제작기술은 보호해야 할 찬란한 민족의 무형유산으로 민족문화유
산화하여 일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가치제가 되는 현상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후 이러
한 사물은 다시 또 전통문화상품화 과정 등을 거치며 또 다른 영역의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민지 근대화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 전통물질문화의 한 요소로 존재
해 온 안성맞춤유기의 역사적 생과 그 생산전통의 전승양상에 대해 논하는 본고에서는 
상품의 탈상품화를 상품으로서 가치 저하에 따른 일상에서 폐기되어 가는 것과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에 의해 개별화를 거쳐 일상적 거래(교환)의 영역에서 벗어나 특별한 가치재
가 되는 것이 공존하는 과정임을 상정하고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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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생을 지속해 현대의 전통으로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이렇게 본고에서는 전통을 문화적 섬으로 규정하게 하는 낭만주의적 시

각,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화상품화론적 시각, 전통을 허구의 산물화 

하는 극단적 구성주의적 시각을 넘어 식민지를 경험한 탈식민지 사회의 

전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기는 과거

의 유산으로서 잔존물이 아닌 전근대사회 상품으로 탄생해 현재까지 이어

지는 역사적 생을 갖는 것이며, 유기장을 전통의 계승자로서 무형문화재

인 예술인이 아닌 생활인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생활인으로서 장

인들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천착을 통해 식민

지를 경험한 많은 현대 비서구 국가에서의 전통 전승의 원동력에 대해서

도 하나의 사례를 통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주체의 삶이 

녹아 있는 물질문화 연구를 주체 없는 역사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앞 선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제기를 토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고, 현대 안성이라는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활인으

로서 유기장들이 만들어가는 전통의 구성과 지속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검증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전통은 당해문화의 생산‧향유층인 민중이 과거와의 연속성을 갖고  

       현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둘째, 상품은 근대 자본주의적 산물만이 아닌 전근대‧근대를 통해 역사적  

      생애를 갖는 것으로 장인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다.

 셋째, 장인은 전근대 전통의 계승자가 아닌 장인‧상인‧노동자‧기술인‧경제인  

       의 정체성이 결합된 생활인이며, 전통계승자의 정체성은 생활인의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상품화가 유발될 수 있으며, 따라서 탈상품화 된 상품은 다시 일
상적 거래가 가능한 상품으로 재상품화할 수 있음 또한 상정하고, 상품화와 탈상품화는 
사물의 생을 통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본고의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
이다. 이에 따라 기존 논의들에서 볼 수 있는 상품‧상품화에 대한 부정적 함의와 탈상품
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 함의의 이분법적 가정들을 배제하고, ‘탈상품화’를 ‘상품의 단계
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단순한 의미로 보고 논지를 전개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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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에 종속된다. 그리고 전통 전승의 원동력은 이러한 생활인으  

      로서 장인들의 실천에 있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 전통 계승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국내학계의 유기에 대한 연구는 발굴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

국 유기의 기원 및 전파와 미학적 특징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계7)와 유기

장에 대하여 무형문화재로 접근하여 그 생애 및 제작방법․제작품 등에 대

해 논의를 진행한 공예학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결과물을 내었다. 또 유기

재료의 성분분석을 통한 원료산지, 제작기법, 유기의 기원 등에 대해 연

구한 금속공학계의 연구물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유기연구의 한 분야로 

등장하였다. 이외 지리학계 등 여타의 연구물도 있으나 전통계승담론을 

양산해 온 연구물들과 큰 차이는 없다. 한편 인류학계나 민속학계에서는 

필자의 졸고 “안성유기와 안성문화”(2003)를 비롯하여 극히 소량의 연

구만이 유기 연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학계와 금속공예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선행연구물들은 현재 

남아 있는 과거의 유산을 통해 과거를 밝히고자 유기와 유기장을 잔존문

화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하여 왔다. 역사학계에서는 진화론적으로 역사

발전단계를 논하며, 고대 청동기를 중심으로 그 기원이나 전파경로 등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역사학계의 연구물 중 발굴 등에 의해 발견

7)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고학
계와 사학계를 별도 구분 없이 역사학계로 통칭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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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청동기와 안성 유기의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자로는 이난영(李蘭暎)을 

들 수 있다. 이난영은『한국고대의 금속공예』(2002) 서문에서 “안성유기

공방이 살아있는 교실이 되어주었다”고 하여 실제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였던 장소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연구대상인 금속공

예품과 안성유기 관련 문화의 어떠한 관련성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현

대의 안성유기공방과 유기제작기술, 제작방법 등을 통해 몇 천 년 전의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유기를 역사발전의 잔존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라 할 수 있다. 이난영의 연구는 각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물질의 존재 기반인 사람과 객체인 물질의 연관성에 대해 간과함으로써 

시간적 연속성에 따른 물질적 특성에 매몰되어 현재의 유기 관련 문화에 

대해 실제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주체 없는 역사를 기술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역사학계의 연구 중 안성유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안성지역의 발

굴 및 지표조사보고서들이다(경기도박물관․안성시 2002, 2005;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시공사 2009).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잔존물로서 출토된 유기의 시대 

및 형태 분류에 치중한 보고서들로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람과 

그 문화가 고려되지 않은 유기의 물질적 측면만을 다루었다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발굴출토품의 연대 측정 기초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속

공학적 연구8)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연구는 납동위원소비법 등 

화학적 분석과 다양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청동기의 원료산지 및 그 

재료의 구성성분, 조직적 특성, 제작과정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금속공학적 연구는 고고학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기라는 물질 자체의 특

성에 대한 연구이며, 따라서 여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적

다. 또 시대적으로 비교적 오래된 고대의 유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기 때문에 현대의 유기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8) 강형태·문선영·홍태기·김승원·김규호·허우영 1997; 姜炯台·文善英 1997; 강형태․정광용․류
기정 2002; 강형태․조남철․정광용 2007; 전상운 2000; 鄭光龍․宋義政․盧有鐘 2006; 정영
동․박장식 2005; 최주․김수철․馬淵久夫․平尾良光 1986; 崔炷․都正萬․金秀哲․金善太․嚴泰
允․金貞培 1992; 최주․김수철․김정배 1992; 최주 1992, 2000; 최광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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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질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여 문화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고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금속공예학계의 연구는 유기관련 문화를 만들어 왔던 주체인 유기

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역사학계와 금속공학계의 주

체 없는 물질의 역사쓰기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유기장을 사라져가는 우

리문화유산인 안성유기제작이라는 전통기예를 보유한 무형문화재이자 전

통의 계승자로 접근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의 생(生)과 

그 제작품을 중심으로 재료와 제작기법, 기물의 종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의 시발점은 1980년대 유기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을 위해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작했던 현지조사보고서이다. 관련 연구물로

는 앞서 언급되었던 맹인재․김종태의 “중요무형문화재지정보고서 제139

호 – 안성유기장”(1980)과 예용해․김종태의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

148호 유기장”(1982) 등이다. 이 두 보고서는 이후 금속공예학적 연구9)의 

기초가 되었다. 2002년 발표된 안귀숙의『유기장』(2002)은 앞의 무형문화

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보완한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유기장들에 대한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

작하였다. 앞선 조사보고서들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글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기장들에 대한 현황 기술적 연구라 할 수 있

다. 

 한편 안성유기에 관해 단편적 기록을 제외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는 

김영호의 "안성유기산업에 관한 조사보고”(1965)는 자본주의 맹아(萌芽)

론적 시각으로 조선후기 수공업에 있어서 선대제(先貸制, Putting out 

System)․ 공장제적 수공업(工場制的 手工業, Manufacture)의 발생문제를 입

증해 줄 근거를 유기업에서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안성유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1972a; 1972b). 김영호의 

연구는 안성유기 관련 문화를 생활문화로 바라보며, 유기장을 문화재가 

아닌 생활인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유기장에 대한 공예학계의 연구와 

구별된다. 그러나 조선후기 수공업에 있어서 자본주의 맹아의 모습을 

9) 이혜원 1984; 趙享美 1986; 柳鳳子 1990; 車鴻圭 1987; 이종덕 2004; 오재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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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당시 유기장과 유기산업을 토대로 찾고자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유기와 유기장을 잔존문화로 바라보는 여타 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안성유기와 유기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현재의 유기

관련 문화를 잔존문화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과거 문화의 단편을 찾고자 

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문화재위원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과

정에 깊이 관여했던 금속공예학계의 연구는 과거를 살아가는 무형문화재

이자 전통계승자로 유기장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유기장

들의 현재적 모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유기장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전통계승자로만 바라보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생을 영위하기 위해 이러

한 정체성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고,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고(故) K씨를 비롯하여 안성에서 현재까지 

유기장의 길을 걷고 있는 장인들은 식기․제기 등 전통적 기물 생산이 쇠

퇴일로에 있던 1960년대 이후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을 만드는데 종사하여 

왔다. 그리고 유기제작 방법에 있어서도 1960년대부터 모터 등 기계를 이

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인식되는 순수한 수공업의 형태를 중단한지 오래되

었다. 그들은 문화나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유기장으로서 자

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등 

전통계승담론에 의하면 근대 이후 진행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유기장들의 창조적 행위는 모두 가짜가 된다. 이러한 시각은 식민지ㆍ

근대화로 인해 변화되기 이전의 전통과 그 연속성 속에 진행되는 유기장

들의 실천에만 진정성을 두는 관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유기장들이 창조적 실천 속에 만들어가는 문화는 

가짜 논의에 휩싸여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된 무형문화재

들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진정성 논란에 휘말

리게 되며, 경우에 따라 무형문화재에서 해지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도 하였다. 아울러 장인들로 하여금 문화자본으로서 무형문화재 지위 획

득․유지 및 자신의 상품에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현실 속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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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가장된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젊

은 장인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접근의 문제점은 사라져 가는 전통을 구제하고자 하는 일념으

로 연구대상들의 정체성을 전통계승자로써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있

다. 현재를 살아가는 유기장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잔존 문화적 요소들

만을 뽑아 그들의 정체성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데서 노정되는 이

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현재 시점에서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문화에 주목하여야 한

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자와 실천의 주체인 행위자들의 ‘쌍

방적 문화쓰기’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 하에 본고에서는 행위 

주체들의 시각을 드러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시각

가. 주체 없는 역사와 생활인으로서 생산주체의 실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대로 고고학계를 포함한 역사학계의 연구는 유기

관련 문화를 “주체 없는 과정으로서 역사”(Thompson 1978; Ortner 1984: 

145 재인용)로 기술하였다. 본고는 앞선 논의에서 밝힌 바대로 안성유기장

이 실천을 통해 자신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며, 이들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던 역사와 문화 생산의 주체를 

부각시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인류학에서는 행위 주체인 인간과 인간집단,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문화

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White/李文雄 역 1986/1973: 

160~167). 초기에 이러한 논의는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인간과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연구자들은(Lynd 194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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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liffe-Brown 1940: 1-12; Hallowell 1945: 175)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화 "a 

thing sui generis(Lowie 1917: 66; White/이문웅 역 1986: 158 재인용)의 가능

성을 부정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힘은 개인”에 있음을 역설하며, 인간

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Boas 1928: 236).

 이러한 초기 인류학의 논의는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행위자인 인간

의 실천을 중시하는 실천이론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르디외의『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1979)에서 촉발되었

다(Ortner 1984: 145). 실천이론가들은 제도적 조직, 문화 양식 등 체계

(system)는 인간의 행위나 사건의 형태에 강력하고도 때로는 결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고 보고, 인간행위와 이러한 체계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설

명하고자 했다(Ortner 1984: 147).10) 부르디외는 앞서 언급된 저서에서 인

간의 실천과 체계와의 관계를 "아비투스 habitu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인간의 실천을 통한 구조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을 정교하게 보

여주었다.11) 한편 인간과 그 실천을 중심에 둔 연구 중 와그너(1975)와 델 

10) 기어츠는 1973년 “심층기술: 해석적 문화이론을 향하여 Thick Description : Toward 
an Inetpretive Theory of Culture”(1973)에서 자신의 문화이론을 “행위자(actor)의 관
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상징적 형태의 분석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회적 사건과 경우들 및 일상생활의 공적세계에 밀접하게 연결시키
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1980년대 인류학의 “중심 상징 key symbol”(Ortner, 
1984: 158)인 실천이론의 기초를 마련했다. 1980년대의 실천이론은 실천을 상징하는 일
련의 단어군(practice, praxis, action, interaction, activity, experience, 
performance)과 이를 실행하는 주체인 행위자에 해당하는 일련의 단어군(agent, actor, 
person, self, individual, subject)을 문화 분석의 중심에 둔 인류학 연구의 하나의 흐
름이다(Ortner 1984: 158).

11) 부르디외에 의하면 인간의 실천은 인간이 체화된 형태로 지니고 있는 아비투스에 의해 
진행된다. 아비투스는 실천들의 발생 원리인 동시에 이 실천들의 분류체계이며, 사고‧인
식‧표현‧행위를 생산하게 하는 끊임없는 능력이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취향의 형태로 표
현되며, 어린 시절부터 문화적 적절성과 정상적인 질서에 대한 감각으로 반복적인 교육
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엄밀한 의미의 교육이 아닌 일상생활을 통해 
이러한 취향에 친숙해짐에 의해 체화되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된 상황에 적용
했던 실천들을 무한히 생산하도록 하는 “관습적 규칙 customary rules”을 집단기억의 
형태로 보존하고 있으며, 기억에 의해 그것들을 인용하거나 재인용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아주 정확히 재생산한다. 이렇게 아비투스를 통해서 구조는 생산되거나 재생산되고, 구조 
또한 아비투스의 형성과정에 작용함으로서 인간의 실천을 조절한다(Boudieu 1977: 17, 
86~95). 브르디외의 관점은 한편에는 구조와 체계를 다른 쪽에는 인간과 그 실천을 놓
고, 인간의 실천을 통한 구조의 생산과 재생산의 측면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트너(Ortner)와 코마로프(Comaroff)의 지적과 같이 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행위자가 어떻게 주체적 의지에 의해 변화를 이끄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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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스(1975)는 구조의 재생산이 아닌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창조성

과 이를 통해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측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전통창출론의 기초를 형성하며 인류학계 전통담론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는 구성물임과 동시에 인간 행동을 구속한다.”(강정원 

2002a: 43) 이러한 시각은 문화를 포함한 구조와 인간 실천 간의 상호영

향관계를 잘 드러내 준다. 앞서 밝혔듯이 필자는 안성유기장의 실천을 논

함에 있어 구조‧체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실천이 그를 재생산하며 그에 

구속되는 측면과 인간의 창조성을 통한 체계의 창출이라는 측면을 인간 

실천의 두 가지 축으로 놓고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필자는 우선 실천의 주체를 구분하고, 

당해 문화의 생산 주체인 민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만들어 가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독일 민속학

자 바우징거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Hermann Bausinger 1961; 이상현 2010; 

111). 바우징거는 민속과 전통의 변화에 있어 당해 문화 담지자인 민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2) 정치권력적인 담론 속에서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창

출되는 전통과 당해 문화의 생산‧향유층인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

통은 구분되어야 한다. 필자는 본고의 논의 전개에 있어 식민정부 지배엘

리트의 담론적 창출에서와 같이 동일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에 

대해 그 생산 주체와 토착 지배엘리트들의 담론적 창출을 구분하여야 한

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의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Ortner 1984: 159; Comaroff 1985: 5; 앨런 버너드 지음/김우영 옮김 2003: 256 재
인용). 이렇게 그의 연구에서 구조의 재생산에 비해 생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강조되지 
못했다.

12) 이러한 그의 이해는“인본주의적 낭만주의(humanistic romanticism)”에서 기원한 독일
민속학의 네셔널리즘적 경향이 나치 독일 정권에 폭력성의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로부터 
민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민속의 탈민족화(탈국민화 Denationalize)”, “국민성
(Nationhood)의 개념”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우징거는 민속 연구가 헤르더류의 민족성을 발견하는 방편이 아닌 인간행동을 분
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Dan Ben-Amos 1990: viii) 이러
한 관점에서 바우징거는 “민중 Volk”의 개념에 내포된 집합적 개인으로서의 국민이나 민
족(nation)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조직적 집합 개성(an organic 
collective personality)의 신성불가침이라는 이념” 대신 “하위계급의 실제 세계를 암시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민중(the simple folk)”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Bausinger 
1990/1961: 2). 이러한 민중에 대한 시각 속에서 바우징거는 민중들이 실제 일상생활 속
에서 만들어 가는 자신들의 문화, 그중에서도 민속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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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이다. 민중들은 개인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만, 지배엘리트들의 실천은 정책적이고 담론적으로 객

체화에 의해 타자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창출해간다는 측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아울러 지배엘리트의 실천은 체제·구조와 관련

되고, 민중들은 지배엘리트들의 실천이 빚어내는 구조에 대응하여 적응‧저
항 등 다양한 실천을 수행하며, 구조의 재생산과 창조적 실천을 통한 새

로운 구조의 창출 등 변화를 이끌어 낸다.

 안성 유기장들은 식민정부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 지배

엘리트 집단의 유기관련 문화의 객체화와 창출․재창출 등 제도적 실천에 

대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이를 활용, 적응‧대응하면서 주체로서 자신들

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왔다. 아울러 지배엘리트의 정책적 실천에 대한 

지식인들의 저항담론에 따른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그 정체성을 

지속했다. 본고에서는 주체에 대한 구분 속에 지배엘리트에 의해 동원되

어 활용되는 객체화 된 민족의 전통이 아닌 안성유기장들이 체제·구조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엘리트의 실천과 상호작용

하며 일상 속에서 만들어 가는 전통․문화에 진정성을 두고, 그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이에 국가의 “민족문화”창출 및 지배엘리트의 낭만주의적 전통

에 대한 시각 속에 규정된 장인들에 대한 전통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은 그

들 정체성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전통계승자가 아닌 일상생활 속의 생활인으로 바라볼 것을 앞서 제안했

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듯이 유기장들의 정체성을 전통계승자로 규정하

는 것은 장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의 지배적인 담론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계승자의 정체성은 전통에 대한 낭만적 인식 하에 

장인들을 식민지 근대화 이전의 전근대적 제작방식에 메어있는 현대사회

의 문화적 섬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끊임없이 근대와 조우하는 

노력을 통해 생존해 온 그들의 실제 정체성과 갈등을 겪게 해왔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제도 수립 초기부터 유기장들은 “무형의 문화적 소

산” 중 “공예 工藝”분야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식민지 시기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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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예 개념에 내포된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정체성을 전통계승

자의 정체성과 함께 갖게 되었다(1962.01.10. 제정 문화재보호법).13) 본고

에서는 이렇게 무형문화재 제도와 함께 새롭게 형성된 ‘작품을 생산하는 

전통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이 유기장들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

고, 이들을 상품을 생산하는 장인이자 이를 판매하는 상인 또는 유기점의 

직원인 노동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술을 창조하는 기술인의 정체성

이 결합된 생활인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기술인이라 함은 전근대사회

의 순수한 인간 노동력에 입각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근대

적 의미의 기계를 사용하며 기술을 창출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다. 이는 현대의 장인들에게는 과거 전통기술을 익히는 것과 함께 근대적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기술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보다 궁극적으로 생활

인은 일상생활의 영위를 주요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경제적 동기

는 그들 실천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중심

으로 형성된 전통계승자나 예술인의 정체성은 이러한 “경제인”14)의 정

체성에 종속되며, 생활인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장인들의 정체성을 생활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빚어내

는 전통에 다가가고자 한다.  

13) 공예라는 용어는 1881년 일본에서 보내 온 외교문서에서부터 사용되었다.(민족문화추진
회 1977: 309; 최공호 1994: 74 재인용) 초기 공예는 “인공으로 만든 모든 산물産物”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고, 1928년경부터 점차 예술적 성격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28년 일본 유학생 임숙재(任璹宰)의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공예란 … 일종의 예술
이 화생시킨 공예”, “생활의 필수품이 예술적으로 형체와 색채를 가공하여 우리에게 미
관과 위안을 주며,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동아일보』 1928.8.16.; 8.17.; 
최공호 1994: 73~76 재인용). 그 후 1932년 국전의 전신인 조선전람회에 공예부(工藝部)
가 신설됨을 계기로 공예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실용과 조형”
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조선후기 생활용품 개념의 가치 중심이 “실용보다 조형성에 
치우친” “미술공예”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최공호 1994: 71~76). 이렇게 형성된 공예의 
개념이 전통계승자의 정체성과 결합하여 ‘작품을 생산하는 전통계승자’의 정체성이 등장
하였다.

14) 경제인이란 “경제학에서 사람을 부르는 명칭”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번역어이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인을 “이기적 동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간”으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것과 
같은 외적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조준현 2012: 147~148). 본고에서는 장인들이 경제학에서 규정하는 
경제인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체성이 여타의 정체성에 우
선하는 것으로 보고 논지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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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에 대한 재인식과 사물의 역사적 생애

 인류학에서는 최근 들어 물질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산물인 물질적 객체로서의 인공물(artefact), 그 중에서도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까지 인류학의 사물에 대한 접근

은 소규모 전자본주의 사회의 “호혜성(reciprocity)”에 입각한 교환에서 

지배적인 비상품 범주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문화적‧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상품 범주가 확연히 구분되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Appadurai 1986: 11~12). 

 상품과 비상품에 대한 이러한 배타적 시각은 근대화‧서구화 이전의 “훼

손되지 않은(unspoiled)”․“자연그대로의(pristine)”․“진짜의(genuine)”․
“전통적인(traditional)” 전근대적 삶에 진정성‧고유성(authenticity)을 두

고(Handler 1986: 2), 진정성을 지닌 전근대 소규모 사회에서는 공동체에 

융합되는 “사용가치(마르크스적 개념의)”를 생산하는 비상품 범주의 생

산이 일반적이며, 이는 문화적 규정에 의해 작동되고, 또 자본주의 사회

에서는 잃어버린 경향이라는 낭만적 인식에 기반한다(Appadurai 

1986:11~12). 이러한 시각은 민속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최근까지 

“민속문화는 전기술적(pre-technological), 전산업적(pre-industrial), 전근대

적(pre-modern)인 것”(Bausinger 1986/1961: 4; Regina Bendix 1997: 169 

재인용)으로 모더니즘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인간과 사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비상품은 사회적 유대관계

의 흐름 속에 사물의 흐름이 진행되고, 상품은 도덕이나 문화적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닌 돈에 의해 물품이 교환되는 것

(Appadurai 1986: 11~12)이라는 이해에 바탕한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과 

그 생산물인 상품의 관계를 단절, 인간이 만든 상품에 의해 반대로 인간

이 소외됨과 동시에 상품화 되는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Marx/김문현 옮

김 2009: 64~78), 양화(量化)된 형태의 교환가치에 치우친 상품에 대한 마

르크스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진정성의 기준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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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는 정반대의 극단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Cohen 1988:375) 따라서 

비상품은 문화적 의미 생산과 관련되며, 상품‧상품화는 경제적 이익산출과 
관련되고 문화적 의미를 파괴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상품․상품화에 대한 부정적 함의는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관광 발달에 

따른 비상품 영역의 상품화에 의한 토착문화 파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문화상품화론으로 이어졌다(그린우드 1994/1977). 300여년 전통의 ‘공공

의례’는 관광객을 위한 ‘향토문화’상품이 되면서 본래의 의례와 그 의

미를 상실했으며(그린우드 1994/1977 :193~202), 의례의 맥락에서 선물로 

교환되거나 실용적 목적으로 생산되던 수공예품은 관광 상품이 되어 그 

생산 맥락이나 의미가 변화되었다(존슨 1994/1978: 285~300).     

 문화상품화론은 관광 발달이 한국 토착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접근에

도 반영되어 관광 개발이 소규모 지역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중심적 시각을 제공해왔다. 관광발달로 인해 제주도 민속마을은 관광

객의 “관광매력”과 “관광유도”를 위한 무대화 ‧상품화 과정에서 원주

민의 문화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허위 민속문화 phony-folk culture”(J. 

Forster 1964; J. Jordan 1980; 박현숙 1989: 289 재인용)가 되었다. 또 관

광개발 과정에서 지역문화는 탈맥락화 되었고, 그 의미는 변질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생산과정에서 지역민은 소외되었다(문옥표 2000). 아울러 신앙

의 대상이던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관광 상품화되어 본래의 맥락과 의미를 

잃었다(전경수 1994). 

 상품/비상품의 배타적 인식에 기반한 이러한 문화상품화론적 접근방식은 

그 동안 근대화‧서구화‧자본주의화 과정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이해관

계가 작용하는(전경수 1994) 관광발달에 따른 비서구‧비주류 사회의 토착

문화 파괴 과정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비상

품의 상품화에 따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 열중하는 과정에서 전자본주

의 사회에 비상품의 범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품이 존재했고, 그 

역시 전자본주의 사회 고유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

다. 따라서 근대화‧서구화‧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난 비상품의 상품화 

못지않게,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으로 생산되던 사물들 역시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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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외래상품이었던 대량생산되는 저가의 새로운 대체상품에 의해 끊

임없는 탈상품화 압력을 겪어 왔고, 이 역시 문화적 고유성이 본래의 맥

락과 유리되어 의미 변화가 진행되었던 과정이었음 또한 간과되었다.

 식민지‧근대화‧자본주의화‧서구화 이전 조선은 후기로 접어들면서 시장경

제의 발달로 광범위한 수공업품이 상품으로 생산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

실이다. 이 시기 상품으로 등장한 토착 물질문화인 수공업품의 현재적 모

습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전근대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단절‧배타적 

인식에 기초한 고유성의 상품화에 따른 일방적 문화파괴라는 접근에서 벗

어나 이에 대한 과정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19세기 유럽에서 만연되

었던 기계와 그 생산물에 의해 근대적 의미의 소외된 인간이 탄생한다

(Cohen 1988: 373~375; Trilling 1972: 126~127)는 기계와 기술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도 벗어날 것이 요구된다. 

 민속학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인식은 일찍이 독일 민속학자 바우징거

에 의해 시도되었다. 바우징거는 1960년대 독일사회를 배경으로 민속문화

가 이미 오래전에 원래의 텍스트와 컨텍스트에서 벗어나 있는 산업화시대

(Bausinger 1990/1961: xi) 주로 관광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던 민속의 

상품화 현상인 포클로리즘(folklorismus)15)에 대한 환기 속에 민속‧전통에 

대해 전근대와 근대의 단절적 이해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Bausinger 

1990/1961) 그는 민속 문화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멸한 과거의 산물

(Regina Bendix 1997: 169)이 아니라는 시각을 제시하며, 근대화‧산업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민속세계”를 상호의존적으로(Bausinger 1990/1961: 

xii) 바라보았다. 또 더 나아가 현대 산업화 시대 민속은 전근대사회의 그

15) 독일어인 포클로리스무스(folklorismus)는 독일민속학자인 한스 모저(Hans Moser)에 
의해 개념화되었고, 이후 영어로는 포클로리즘(folklorism)으로 번역되었다. 모저(Moser)
는 포클로리즘을 “민속 문화의 전통적이고 기능적인 결정적 요소들이 그 문화의 지역이
나 계급 공동체 밖에서 연행되는 것, 다른 사회계층에서 민속 모티프(motifs)가 유희적으
로 모방되는 것, 어떤 전통의 외부에서 ‘민속풍의 folklike’요소들이 의도적으로 개발되고 
창조되는 것”으로 “실제(real thing)에서 고립된 이차적 민속(secondhand folklore)”으
로 정의하였다(Moser  1962: 190; Regina Bendix 1997: 176~177 재인용). 초기 모저
는 민속연구에서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나 문화산업이라는 상업적 목적 등 민족성을 보호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등장하는 포클로리즘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이
상현 2010: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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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공간(Spatial Expansion)과 시간(Temporal Expansion) 그리고 사

회적(Social Expansion)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Bausinger 1990/1961). 이러한 시각은 전통을 현대 속에 고립되어 존재하

는 ‘전근대의 문화적 섬’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의미를 획득”(Dan Ben-Amos 1990: ix)해 가는 살아 있는 문화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물질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전근대와 근대의 탈이

분법적 인식에 기반한 논의들이 인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아파두라이와 코피토프는 사물이 하나의 생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

하며, “사물은 상품과 비상품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

를 통해 상품이나 비상품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과정적 접근을 제시했다(Appadurai 1986: 6~17). 그리고 상품은 “사

용가치를 가지며 다른 것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현물교환”이나 “화폐와 같은 매개물을 통한 간접교환”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정의했다(Kopytoff 1986: 68~69).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들은 상품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전자

본주의 사회에서도 고유화폐에 의한 상품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었

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으며(Kopytoff 1986: 79), 어떠한 사회에서도 상품교

환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Appadurai 1986: 6~16). 이러한 

접근은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의 상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새로

운 상품의 흐름을 유도하는 가치 토너먼트(tournaments of value)와 계산

된 전환”(Appadurai 1986: 57) 속에 전근대 시기 상품의 범주로 존재하던 

사물이 끊임없는 탈상품화의 압박 하에서 그 존재양태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사물의 생의 변화과정은 주체로서 인간의 실천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인간이 사물을 창조하지만 단절에 의해 인간의 노동과 인간 모두 

상품이 되어버리고, 그 상품은 독자적 생명을 부여받아 인간화되는 소외

(alienation), 물상화(reification), 물신숭배(fetishism)와 관련되어 해석되어 

온(Miller 1987: 34~49) 인간과 자신의 생산물인 상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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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식에서 벗어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마르크스가 『자

본론 Capital』의 “상품의 물신숭배 fetishism of commodities”에서 제시

했던(Appadurai 1986: 4) 상품의 능동성을 재인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과 상품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구체화한 대표적인 인류학자

는 밀러(Miller)라 할 수 있다. 그는 주체인 인간과 사물(또는 상품)의 관계

를 헤겔 변증법의 “객관화 objectification” 개념을 도입하여(Miller 1987: 

19~33, 2010: 54~68) 우리가 흔히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이 사물을 만든다는 측면과 함께 사물 또한 사람들을 만들며, 양자는 서

로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을 강조했다(Miller 2010: 42). 이렇게 그는 주체

인 인간과 객체인 사물의 관계를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발전적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코 정태적

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고, 늘 “되어가는 과정 a process of 

becoming” 중에 있는 것으로 접근했다(Miller 1987: 30~33, 2010: 54~68).

 아파두라이․밀러 등에 의해 전개된 상품의 능동성을 재인식하는 이러한 

과정적인 접근은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이를 통한 소비주체로

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사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전개되어 왔다. 이러

한 접근을 통해 이들은 현대 대량소비사회에서 주체인 인간의 소비행위와 

물질인 상품의 문화적 의미형성 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자본주

의 사회에서 상품으로 생산되던 토착 수공업품이 식민지 근대화 과정 속

에서 자신의 생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위해

서는 이를 생산의 맥락으로 확장해 볼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과정

에서 대부분의 토착 수공업품이 겪었던 탈상품화의 압력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이를 일상에서 폐기시켰던 소비주체에게보다는 그 

생산과 유통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영위했던 생산주체인 장인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중심 객체인 안성맞춤유기는 전자본주의 사회였던 조선후기에 발

달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상품으로서 자신의 생을 시작했다. 그러나 비

자발적 식민지‧근대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탈상품화의 압박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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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된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일상생활용품으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했다. 그리고 폐기의 위기에서 관광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전통문화상

품화, 일상생활용품으로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장인의 무형문화

재 지정과 관련된 “고유화 authentification”(이진형 2013: 294)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생을 이어가고 있다.16) 

 본고에서는 이러한 안성맞춤유기의 역사적 삶을 생산의 맥락에서 생산자

인 장인(匠人)들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들의 실천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전근대의 문화로 존재하던 현대사회의 전통이 생산주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속․변화 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토

착 민중들의 실천 속에 전개되는 문화와 전통의 존재양상과 변화상 및 물

질문화 전통의 전승 원동력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 선정배경 및 연구방법 

 1) 유기의 산실 “안성”

  가. 안성의 현재

 안성은 예전부터 군(郡) 중심지였던 안성 1‧2‧3동,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

로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는 공도읍, 그리고 양성면․죽산면을 포함

한 11개 면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안성의 인구는 약 18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약 1,200만)에 대한 31개 시 군의 평균(39만)에 

16) 조선후기 발달된 시장경제 체제의 근대화에 따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최근 주체인 상
인의 실천을 중심으로 민속지적 연구가 시도 된 바 있다(채수홍․구혜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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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못 미친다. 그리고 안성시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553.5

㎢) 중 임야(272.8㎢)가 총 면적의 4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농지(논 117.4㎢, 밭 52.1㎢)가 30.6％로 임야와 농지가 안성시 

토지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  생산구조는 제조업 47.8％, 서비스업 33.4%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2007년 기준 www.anseong.go.kr/ 

section/stat2). 따라서 통계자료와 눈으로 확인되는 2010년을 전후한 안성

의 전반적인 모양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농촌, 지방으로 표현되는 대한민

국 한 지역의 모습을 하고 있다.      

[표 1-1] 안성시 토지이용 현황(안성시 2012: 16)

 

17) 1인당 지역내 총생산=지역 내 총 생산÷지역 내 추계인구(연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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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백만원 3,253,758.9 4,207,487.9 4,408,779.5

(경기도대비구성비) % 1.92 2.33 2.28

생산구조(경상가격) % 100.00 100.00 100.00

농 림 어 업 8.21 4.31 5.40

광 공 업 0.29 0.60 0.50

제 조 업 32.33 47.40 47.80

전기 가스 수도업 1.94 1.59 2.00

건 설 업 18.02 11.04 10.90

서 비 스 업 39.20 35.60 33.40

1인당 지역내총생산17) 천원 20,844.60 26,513.55 27,184.32

인      구 천명 157.13 159.65 163.73

(경기도대비구성비) % 1.48 1.47 -

[표 1-2] 안성시 생산구조(안성시 2012: 566)

통합 이전 
군(郡)명칭 통합 이전 면 통합 이후 면

안성군
동리면, 서리면, 북리면 읍내면

북좌면, 가사면, 거곡면, 기좌면, 율동면 보개면

 현재의 안성은 1914년 조선총독부 령 제111호에 의거 안성, 양성, 죽산

으로 나뉘어 있던 인근 세 지역이 안성군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 통합

되기 이전 안성군은 24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양성군은 13개 면, 죽

산군은 15개 면으로 구성되었었는데, 이를 안성군 12개 면으로 재편한 것

이다. 각 면의 통폐합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통합과정에서 죽산군의 일

부 지역이 용인군에 편입되어 이전에 비해 그 세가 약화되었다.(안성시 

2011: 79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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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면, 대문면, 가동면, 월동면 금광면

기촌면, 송죽면, 덕곡면, 입장면 서운면

목촌면, 만곡면, 진두면, 우곡면 미양면

죽촌면, 소촌면, 견내면, 금곡면 대덕면

양성군

읍내면, 지동면, 송오리면, 금곡면, 덕산면 양성면

공제면, 도일면, 구천리면, 영통면, 구룡동면 공도면

용동면, 반곡면, 원당면, 승량원면 원곡면

죽산군

제촌면, 북이면, 북일면, 남일면, 남이면 죽일면

부일면, 부이면, 남면 죽이면

서일면, 서이면, 서삼면 죽삼면

근삼면, 근일이면 용인군 
외사면

죽산군 원삼면, 원일면 용인군 
원삼면

[표 1-3] 안성군 통합 현황 

 

 이후 1931년 안성시내 읍내면은 안성면으로 명칭이 개편되었고, 1937년

에는 인구증가로 인해 안성면이 안성읍이 되었다. 1963년에는 전국에 걸

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있었는데, 이 때 용인군 고삼면의 3개리가 양성

면으로 편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원곡면 소속 용이리, 죽백리, 월곡리, 

청룡리와 공도면 소사리를 평택에 넘겨주었다. 안성군은 1997년 안성시로 

승격하였으며, 1998년 안성읍을 안성1․2․3동으로 분동하였다. 2001년에는 

공도면이 인구증가에 따라 공도읍으로 승격하여 지금의 안성시 모양을 갖

추게 되었다.18) 

18) 본고에서 안성이라는 지명의 표기는 19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군 통합 전 안성군
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 시기에는 통합 후 안성군을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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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성의 역사와 문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14년 이전 안성은 안성, 양성, 죽산 세 지

역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안성은 백성

군(白城郡), 양성은 백성군의 영현인 적성현(赤城縣)이었으며, 죽산은 개산

군(介山郡)으로 불리었다. 고려초에 이르러 안성과 양성은 현대의 명칭으

로 불리기 시작했고, 죽산은 죽주(竹州)로 개칭되었다가 조선 태종 때 현

재의 명칭이 되었다.19) 

 안성․양성․죽산 중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세력을 떨친 지역은 죽산이다. 

죽산지역 성세의 기틀은 최소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경상도와 서울‧경기지방을 연결

하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崔永俊 1990: 82 ~ 92). 출토유물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이

전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죽주산성이나 망이산성은 죽산지역의 이

러한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유적이다(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28~29). 죽주산성은 비봉산 자락에 존재하며, 인근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진전사찰이었던 봉업사지20)를 비롯하여 장명사지 등 현 죽산면 소재지 일

원으로 거대한 불교유적지가 존재한다. 봉업사를 비롯한 이 일대 불교유

적의 위상은 1966년 경지정리 작업 때 출토된 보물 제 1414호 봉업사명청

동향로(奉業寺銘靑銅香爐), 보물 제 576호 봉업사명 청동북(奉業寺銘 靑銅

金鼓)을 비롯하여 봉업사지에 남아 있는 보물 제 435호 안성 봉업사지 오

층석탑(安城 奉業寺址 五層石塔), 보물 제 983호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

입상(安城 奉業寺址 石造如來立像)21) 등을 통해서도 짐작 할 수 있다. 이

렇게 죽산은 고려 건국 초기부터 그 세력을 떨치게 되어 불교문화의 색채

가 강했으며, 조선시대까지 그 성세를 이어왔다. 

 안성과 양성의 현재 문화적 모습은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갖

19) 1871 『竹山府邑誌』; 1871 『陽城邑誌』; 1899 『安城郡邑誌』  각 ‘建置沿革’ 조항 
20) 『高麗史』 卷四十 「世家」 卷第四十 恭愍王 12年 2월 5일(음) 기사; 『大東地志』
    卷四 「竹山」 “山水” 
21)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은 현재 칠장사 경내에 모셔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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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은 발달된 교통로와 이를 기반

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번성하였다는 측면이다. 안성과 양성에도 물론 불

교 관련 유적이 있지만 조선시대 이전에 성세를 이루었던 죽산의 불교문

화와는 조금 양상을 달리한다. 안성의 주요 사찰인 청룡사는 고찰로서의 

면모보다는 오히려 조선후기 이후 남사당의 본거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은 조선후기 안성이 장과 상업이 발달하여 번화하였던 것과 

관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안성에서는 양반계급에 속한 사

람들도 상업에 종사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으며,22) 이러한 안성 양반계급의 

실용적인 측면은 실학 등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는 안성의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또 안성에 전하는 유기

장사나 숟가락장사로 나가는 큰아기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안성의 문화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金台榮 1925: 

38~39). 이 노래가사에 의하면 조선후기 안성에서는 결혼안한 여성도 유기

행상으로 나갔고, 이를 꺼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노래로 

만들어 널리 부를 정도로 개방적이었다. 이렇게 조선후기 안성은 양반이

나 여성들도 상업 활동에 종사할 정도로 상리를 중요시하는 실학적 유교

문화가 통용되었다. 

 조선후기 장과 상업, 이와 관련하여 수공업이 발달했던 점은 번화한 도

회지로서 안성읍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에 따라 장을 기반으로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의병운동과 삼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일찍이 서구

문화의 유입도 왕성하여 천주교와 기독교, 학교제도 등 근대적 문물도 발

달하였다. 안성을 대표하는 이러한 문화적 특징들은 오늘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안성장, 안성맞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성문화의 

연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22) “안성시장에는 古來로 八道物産이 集散되야 商業이 相當히 發達되얏고 所爲兩班階級에 
속한자도 店鋪에서 활동하기를 不憚하얏슴으로 他地方에 比하야 懸殊하니라 俗謠에 ‘이
를일해 安城장에 八道物貨벌열’이라 한 것을 見하더라도 安城市場의 商業의 發達을 可
知니라”(金台榮 192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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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 선정배경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성은 조선후기 번화했던 안성장을 중심으로 수공

업이 발달하였고, 청룡사를 근거로 남사당패가 활약하는 등 다양한 민속 

문화의 보고였다. 이러한 안성의 문화적 토양은 필자를 안성에 거주하며, 

안성문화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

나 식민지 시기 이래 지속적인 산업화․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문화

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안성장과 유기를 비롯하여 안성의 문화는 과거의 

영화(榮華)를 잃고 겨우 그 명맥만 이어가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안성사

람들은 이러한 쇠퇴의 원인으로 일제 강점기 경부선 철도가 안성을 비껴 

평택으로 가게 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안성시 전 

국회의원이었던 L씨에 의해 1980년대 안성 땅의 많은 부분이 평택으로 

편입된 점이나 대학 등 각종 기관이 안성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안성사

람들이 보여준 배타성․보수성을 안성발전의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 생각했

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왜곡의 역사를 거치며 

쇠퇴 일로에 있던 안성의 전통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안성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성유기를 테

마로 한 안성맞춤박물관의 건립, 시립풍물단을 만들어 안성남사당을 육성

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정책의 추진이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정책적으로 과거 안성문화의 한 요소

를 선택하여 현재 안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

한 포클로리즘 현상의 중심에는 “안성맞춤”이라는 용어와 “안성맞춤”

으로 대표되었던 안성유기와 유기장이 있다.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안

성”․“안성맞춤의 도시 안성” 등의 정책 구호는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

내며, “안성맞춤”은 농산물 브랜드 등 안성시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안

성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있어 안성지역의 특징적 문화를 대표하는 용어로 

도처에 범람한다. 쇠퇴일로에 있던 안성유기와 안성의 번화했던 시대를 

대표하던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는 새로이 그 생명력이 재발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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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렇게 안성유기와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영화를 대표하면서 끊

임없이 자신의 생을 이어온 안성문화에 있어서 핵심키워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안성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안성맞춤으로 대

표되는 안성유기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또 안성유기장은 

식민지, 근대화, 서구화, 포클로리즘으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통

이 발명되는 때로는 문화혁명이라 칭할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구성과 지

속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안성맞춤으로 대별되는 안성유기 전통을 이

어왔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살아 온 안성유기장의 실천에 대한 조명을 

통해 비서구 탈식민 국가의 민중들이 식민정부를 비롯하여 국가와 지식인 

등 지배엘리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며, 전

통을 전승해 가는 원동력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연구방법 : 현지연구와 문헌연구의 병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연구대상에 대한 민속지(ethnography)적 

자료는 풍부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 또한 깊이 있게 진척되지 못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본고의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진행하였다. 첫

째는 민속지적 연구 자료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안성유기장과 안성맞

춤유기 및 제반 대상들에 대해 현지연구를 통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민속

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안성유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전통문화의 

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문헌을 비롯해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한 연

구를 겸하여 진행하였다. 

 현지연구는 생애사를 통한 접근을 중심방법으로 하였고, 주체로서 유기

장의 생애와 사물의 생애에 대한 조사로 크게 대별하여 진행하였다. 본고

의 중심 주체는 안성유기장이기에 주체의 생애사는 안성지역 유기장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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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안성출신 유기장, 전국적인 무형문화재 지정 유기장들의 삶을 중심

으로 했다. 아울러 유기장 외에 안성의 수공업자와 장돌뱅이 등 안성유기 

관련문화 형성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의 생애사 또한 현지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들 외에 관련 종사자들과 이웃으로 생활하면서 체득한 정보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성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로서 

유기 관련 문화의 존재상에 대한 자료 수집도 꾀했다. 아울러 관련 정책 

수행자 및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생애와 활동상에 대한 조사 또한 

장인들의 국가 정책 및 지배엘리트의 실천과 상호작용 과정을 연구하는 

토대 작업으로 진행했다. 

 사물의 생애사는 안성유기와 안성맞춤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삶에 대해 

진행하였다. 안성유기의 사회적 삶에 대한 부분은 제작방법 및 제작품 상

의 특징에 대한 것과 상품으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 과정은 하

나의 물질을 매개로 한 문화 연구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술변동의 

과정과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아울러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 이와 관련하여 안성유기산업의 획기적 확장기에 만들

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 들어서도 안성의 농산물 브랜드화 등 안성유

기장과 지배엘리트들의 실천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그 탄생과 변화과정 등 안성유기의 상품가치 지속 

및 이와 관련되는 장인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지연구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1945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 중점

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03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까지는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K씨 유기점을 중심으로 안성 유기 장인들의 현

황 및 무형문화재 지정‧해지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2009년 고인이 된 중요무형문화재 K씨를 비롯하여 K

씨의 뒤를 이어 중요무형문화재가 된 Ks씨 및 그 부인, 현재 함께 유기점

을 운영하는 Ka씨를 비롯한 Ks씨의 아들들, 2007년 경 K씨 유기점에서  

일하던 장인 10여명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독자적으로 유기점을 운

영하고 있던 Js씨와 G씨, G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

울러 지금은 고인이 된 백동연죽장 및 그 가족, 주물장 등 유기장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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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들, 안성장의 장돌뱅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4년 이

후에는 수소문을 통해 해방 후 유기장의 길에 입문하여 짧게는 10여년에

서 몇 십 년에 걸쳐 장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70 ~ 80대의 안성유기계의 

원로들 10여명과 고인이 된 장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안성 출신으로 외지에서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Ks씨 유기점

을 비롯하여 안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들 2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

가 이루어졌다. 이외 안성출신으로 시장(匙匠)으로 활동하고 있는 쌍둥이 

형제 2인 또한 본고의 주요한 조사 대상이었다. 아울러 전국에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유기장 및 전수조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유기장 및 그 

전수조교, 비지정 장인, 고인이 된 장인의 가족 및 관계자 30여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정책 입안‧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관

료 및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집단 10여명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졌다. 

 한편 1945년 이전의 자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문헌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문헌 또한 지극히 제한적인 관계로 문헌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현지연구가 어려운 시대적으로 오래된 부분에 대한 공백

을 메꾸도록 노력하였다.  

 본고의 문헌연구는 조선시대 의궤, 실록, 문집, 일기류와 안성․양성․죽산

의 읍지류, 각종 지도자료, 안성유기 및 유기장에 대해 언급된 금석문, 근

현대 신문자료 및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보고서, 일제 식민당국에 의

해 작성된 문서 등을 주요 텍스트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 원문의 많

은 부분은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등 관련 기관의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서적

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규장각 등에서 열람하였다. 아울러 실록 및 일

부 문집․일기류 등 기 번역된 문헌의 번역문 또한 자료조사의 편의를 위

해 위에 언급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의궤․금석문․
읍지류․문집류․호구총수 등 조선정부 공식문서․조선후기 지도류․대한제국 

및 일제 강점기 기록자료 등 본고가 대상으로 했던 대부분의 자료는 미번

역 되어 있는 관계로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자료해석이 이루어졌음을 밝

힌다. 또한 일부 식민지 시기 문헌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련 연구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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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료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석을 도출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본고는 현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최대한 개연성 있는 연구결

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문헌자료

들에서는 양적방법을 동원하여 통계 자료를 통해 관련 문화의 정황에 대

한 대강이라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록 자료는 지배엘리트의 입

장에서 작성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행간을 읽어내는 작업을 통

해 주체인 유기장들의 실천에 대한 해석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현지연구를 바탕으로 상품으로서 안성유기전통의 구성과 

지속 과정에 대한 연구인 관계로 청동기 시대로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관련 문화의 장기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안성맞춤 유기가 상품으로 

등장한 것으로 사료되는 조선후기 이후를 민속지적 현재로 삼고 진행했

다. 다만 그 이전의 시대상에 대해서는 현재를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문헌이나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4. 논문구성

 

 본고의 전체적인 구성은 조선후기에 상품으로 탄생한 안성유기의 생애와 

식민지화를 통한 비자발적 근대화․서구화 및 이어진 탈식민지 산업화 과

정을 거치게 된 한국사회에서 그 상품가치 지속을 위해 노력해 온 장인들

의 실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게 되어있

다. 그러나 본고는 현재의 안성맞춤유기와 그 장인들의 실천 속에서 현대

사회 전통의 존재방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할 것이기에 과거와 현재

는 언제든 중첩적인 관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갈 것이다.

 본고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6장은 서론과 결론이고, 본격

적인 논의는 2장부터 5장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되

기 시작하던 조선후기 안성유기가 상품성을 가진 안성맞춤유기로 탄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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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그 속에서 안성유기장이 장인으로 유명세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2장) 다음으로 식민지종주국의 이해에 따라 새로운 

문물이 속속 등장하고, 안성맞춤유기가 끊임없이 탈상품화의 압박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장인들이 어떻게 유기의 상품 가치를 지속해 가는지 그 전

략에 대해 논할 것이다.(3장) 그리고 탈식민지 산업화 시기 진행된 안성맞

춤유기의 일상문화상품으로서 지위 하락, 지배엘리트들의 관광 포클로리

즘과 민족문화담론의 등장, 이에 대응한 유기의 상품가치 유지를 위한 장

인들의 실천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유기의 상품으로서의 의미변화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4장) 그리고 무형문화재 제도와 연계되어 장인들에게 

등장한 “작품을 생산하는 전통계승자”의 지위 획득에 대한 갈망과 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근대화․서구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현대

사회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방향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5장)   

 우선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동기 및 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검토를 통

해 안성유기와 유기장에 대한 관련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과 그 전승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식민지 근대화․서구화 경험이 있는 집단의 현재 전통 및 그 전승에 대한 

대안적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울러 본 논의에 앞 서 안성맞춤유

기 관련문화가 성립할 수 있었던 안성의 지역적 특성을 제시하여 본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서론에 이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온 전통문화의 한 요소인 안성유기 및 

그 생산자인 안성유기장이 조선후기 상품으로서 안성맞춤유기와 그 장인

으로 탄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2장 “상품으로서 안성맞춤유기 전통의 

탄생과정”에서 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안성맞춤유기가 상품으로 

탄생하여 최전성기를 누리게 된 조선후기 안성맞춤유기의 커뮤니케이션 

장이 되어 준 안성장(安城場)의 성립요인 및 발달상에 대해 1절 “조선후

기 시장경제의 발달과 안성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절에서는 장(場)의 

발달과 영향관계에 있는 인구와 토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력 및 교

통로의 발달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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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조선후기 발달된 안성장을 배경으로 상품으로서 안성맞춤유기가 

탄생하는 과정 및 그 장인층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

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조선후기 안성수공업의 발달상 및 공장층의 

형성과 유명세 확보과정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왕실의궤자료를 토대로 

안성맞춤유기가 상품으로서 탄생하는 과정 및 안성유기장이 ‘선수장인 

先手匠人’의 명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장에서는 식민지 근대화과정에서 진행된 안성맞춤유기에 대한 탈상품화의 

압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성유기장들의 실천과정 및 그 전략에 대해 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안성유기장의 존립기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1절 “경부선 철도부설과 안성지역 상품유통구

조의 변화”, 2절 “외래품(일제 사기 沙器)의 등장과 유기시장(市場)의 침

식(侵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를 타개하기 위한 장인들의 실천전략

을 3절 “안성맞춤유기 상품가치 지속을 위한 전략: 점주(店主)의 실천을 

중심으로”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장인들의 실천에 대해서는 한

편으로 ‘민족․전통담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 전략

의 근대화, 제작기물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비수요에 맞춤, 주물유기

제작법 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자신의 상품과 자신을 근대화시켜 사

회적 맥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그 정체성을 지속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탈식민지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유기수요의 확대에 따른 

잠깐의 호황을 지나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체상품의 등장과 유기의 

일상생활상품으로서의 지위 하락, 이후 그 상품가치 유지를 위한 다각적

인 장인들의 실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인들은 

정권에 의해 추진된 관광 포클로리즘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와 지식인들의 

‘민족문화’부활운동 등 지배엘리트들의 실천에 적극 대응하며 ‘외국인

기호품’․‘민속공예품’․‘모조골동품’ 등 ‘전통문화상품’ 및 ‘근대

생활용품’으로 새로운 상품영역을 개척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장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해 갔다. 그리고 1970년대 말부터 유기는 다시 일

상생활용품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장인들은 ‘안성맞춤’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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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화를 통한 상품 가치 창출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신기술의 도

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했고, 스스로 관광 상품이 되기도 했다. 이 장

에서는 이러한 장인들의 생활인으로서 생존을 위한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장인들에게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국가 공인 전통계승자의 지

위 획득과 그 지속을 위한 실천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유기장들의 이와 같은 실천과정을 안성유기장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무형

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들까지 열거하여 다각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형문화재 신분이 문화자본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측면까지 더하여져 제도와 장인들

의 현실 속 요구 사이에서 각종 불협화음이 양산되어 왔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 속에 전통계승자에 국한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인식을 넘어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이권창출을 

위해 제도를 이용하고, 때로는 관련제도를 창출하는 장인들의 실천과정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러한 장인들의 실천과정

을 토대로 근대화․서구화가 고착된 2010년대 한국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전승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 요약 및 결어, 연구 의의 및 과제, 향후 보완 연

구 방향 등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상품으로서 안성맞춤유기

의 역사적 생애와 식민지 근대화, 그리고 그 이후 탈식민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유기장들이 전승해 온 생산전통과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실

천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전통과 그 담지자에 대한 대안적 시각 및 

전통전승의 원동력에 대해 결론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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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상품으로서 안성맞춤유기 전통의 탄생 과정 

1. 조선후기 시장경제의 발달과 안성장  

 조선시대 시장은 크게 서울의 시전(市廛)과 지방의 향시(鄕市) 두 체제로 

운영되었다. 향시는 15세기말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

고, 근본을 버리고 말업(末業)을 따른다 하여 존폐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23) 16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장시가 개설

되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더욱 확산되어 경기도에도 많은 수의 시

장이 개설되었다. 본래 경기도 지방은 서울과 가까워 시전의 원활한 물자

유통을 위해 장시개설 금지정책이 유지되어왔으나24) 임진왜란 이후 이러

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25) 이즈음 안성장도 설립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장시는 유통에 참여할 생산․소비 인구가 많고26), 생산력을 갖춘 

23) 1472년(성종 3년)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에 의하면 전라도 내 여러 고을에서는 큰길에 
‘장문 場門’이라 하여 매월 2차례씩 개설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비록 있는 것을 가
지고 없는 것을 바꾼다고 하나 물가가 올라 이익은 적고 해가 많다 하며 전라도 내 장시
를 모두 금지시켰다(『조선왕조실록』 성종  3年(1472) 7月 27日 기사). 그러나 다음 해인 
1473년(성종 4년) 신숙주(申叔舟)는 이를 비판하며, 화폐가 활발히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 
지방에 장시를 개설할 것을 주장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성종 4年(1473) 2月 11日 기사). 
이렇게 찬반양론 속에 장시는 확산되어 나갔다.

24) 「體察使 李恒福 … 啓曰 “故事八路各官各有場市以便貿遷惟京畿不得濫設者意非偶然盖
京城爲人民之都會而且是不耕不耘之地必待四方之委輸貨物流通而有所相籍京畿近京故畿甸
之民各以土産來京換貿則庶京中畿甸相依爲頼也經變以後京畿設場基數愈繁令京畿監司除開
城府外一禁場市似宜”」(『東國文獻備考』제30권「市糴考」)

25) 1607년(선조 40년) ‘난리 이후에 백성들이 장사로 생업을 삼는 것이 마침내 풍속을 이
루어 … 열읍(列邑)에 장이 서는 것이 적어도 3∼4 곳 이상 이어서 오늘은 이곳에 서고 
내일은 이웃 고을에 서며, 또 그 다음날에는 다른 고을에 서서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
지 않는 날이 없다’(『조선왕조실록』선조 40年(1607) 6月 24日 기사)는 실록 기사를 통해 
볼 때 17세기 초에는 이미 장시가 전국적으로 성행하여 한 달 30일 동안 장시망을 이동
하며, 인근지역에서 장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후기 발달된 장시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시기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6) 물론 이들에는 생산물 판매와 소비를 위한 구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자영농 등 비전문 
상인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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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 호  구 군  현 호  구

광주목 1,436호 3,110명 진천현 550호 1,923명
수원도호부 1,842호 4,926명 음성현 171호 726명

죽산현 470호 2,118명 충주목 1,871호 7,452명
안성군 424호 1,763명 청주목 1,589호 6,738명
진위현 221호 535명 은진현 506호 1,617명
용인현 457호 1,168명 여흥도호부 538호 1,144명
양성현 425호 1,210명 양주도호부 1,487호 2,726명 

대규모 도시지역에서 발달된 장과 교통의 이점을 통해 발생한 장, 이 둘

을 겸비한 장 등이 공존한다. 이 장에서는 인구와 토지라는 두 가지 생산

력 지표와 교통의 발달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안성장의 성립 발

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조선후기의 안성

 농업을 중심산업으로 했던 조선시대 생산력 지표는 크게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 생산물이 발생되던 토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구적 측면에서 안성에 장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 世宗實錄』의 부록인『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
錄地理志』에 의하면, 당시 경기도는 1목(廣州牧) 6도호부(都護府) 32군현

(郡縣) 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호구(戶口)는 호수(戶數)가 총 20,882호, 인

구가 50,352명이었다. 안성의 호구는 호수가 424호에 인구가 1,763명으로 

호당 인구수가 4명가량 되며, 호는 경기도 평균 호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인구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당시 안성 인근 주

요지역의 호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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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현 179호 704명 철원도호부 351호 770명
직산현 553호 2,111명 부평도호부 429호 954명
천안군 506호 2,385명 공주목 2,167호 10,049명

[표 2-1]『세종실록지리지』의 안성인근지역 호구

군 현 면(面)27) 리(里) 호(戶)
인  구

계 남 여

안 성 25 84 4,589 17,028 8,173 8,855

전 주 30 618 20,947 72,505 34,388 38,117

은 진 14 56 5,062 19,389 9,650 9,739

 이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일정정도 수치상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안성이 

인구적 측면에서 장이 성립할 정도의 대단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기 이후 안성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16세기 말 ~ 

17세기 경 안성의 인구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읍치를 중심으로 읍내에는 많은 지역에 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배

후 소비층의 확보가 용이하여 장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호구가 많아 번성한 것은 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08년 『만기요람』에 의하면 당시 장시는 경기도에 102곳,

충청도에 157곳, 강원도에 68곳, 황해도 82곳, 전라도에 214곳, 경상도에 

276곳, 평안도에 134곳, 함경도에 28곳이 있었다. 이 중 큰 장으로 경기의 

광주 사평장(沙坪場), 송파장(松坡場), 안성 읍내장, 교하 공릉장(恭陵場),

은진 강경장(江景場), 직산 덕평장(稷山 德坪場), 전주 읍내장, 남원 읍내

장, 평창 대화장(大化場), 황해도 토산 비천장(兎山 飛川場), 황주 읍내장,

봉산 은파장(鳳山 銀波場), 창원 마산포장(馬山浦場), 평안도 박천 진두장

(津頭場), 함경도 덕원 원산장(德源 元山場)을 들고 있다. 1789년『호구총

수』의 기록을 통해 이들 장이 있는 지역의 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7)『호구총수 戶口總數』에는 면(面)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으로 황해도와 평안도를 비롯하여 
일부지역에 방(坊)을 사용하였으며, 함경도 지역에는 사(社)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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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18(坊) 174 10,768 54,061 27,127 26,924

광 주 23 131 15,066 50,508 24,402 26,106

교 하 8 28 2,474 7,997 5,871 4,126

직 산 12 115 3,345 14,876 6,991 7,885

남 원 47(坊) 411 11,157 43,411 23,489 19,122

평 창 5 25 1,434 4,554 2,965 1,589

토 산 9 34 1,183 8,760 4,013 4,023

봉 산 16(坊) 47 8,789 34,314 20,542 12,782

창 원 5 106 7,364 29,452 12,216 813

박 천 5 103 4,972 17,061 8,089 8,972

덕 원 5(社) 65 2,138 9,848 5,317 4,531

[표 2-2] 1789년(정조 13년) 기준 19세기 초 대장(大場) 소재지의 호구

 

 이 중 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은 전주, 황주, 광주, 남원 등이며, 이 지

역의 장은 광주를 제외하고 모두 읍내장이다. 이들 경우를 대도시 행정중

심지로 충분한 소비층을 확보하여 대장으로 발달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외 안성이 읍내장이나 호구가 앞 서 언급한 지역의 수와 비견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또 교하, 평창, 토산, 덕원 등은 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장은 대장에 속하는 등 호구 수만을 가지고 대장의 

요건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안성의 경우 인구규모가 안성 한 도시만을 놓고 배후 소비층의 

확보로 인한 장의 발달을 논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는 인구적 요인만으로 

안성장이 발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장의 발달과 안성의 인구적 측면은 

안성만이 아닌 안성장을 이용하는 인근지역의 인구까지 고려할 때 설명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호구와 함께 생산력의 발달은 장이 형성‧발달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이 

된다. 생산력 지표는 농촌의 경우 토지와 그 생산물이 대표적일 것이다. 

안성의 경우 읍내 외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이었기에 농촌의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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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 면수 1842년~43년* 1871년** 1893년***

양 주 34 10,162결 41부 1속 3,032결 39부

여 주 13 4,793결 82부 3속 2,302결 52부 1속

파 주 11 2,522결 65부 9속 1,265결 91부 3속
교 하 8 948결 76부 5속
남 양 13 2,703결 88부 9속 2,068결 88부 2속
장 단 20 2,457결 92부 1속

이 천 14    3,051결 38부 2,002결 96부 1속

음 죽 8 2,604결 70부 2속 2,504결 70부 2속 1,067결 98부 7속

죽 산 17 2,273결 97부 4속 2,273결 97부 4속 1,691결 84부 3속

통 진 11 2,183결 63부 7속
교 동 4 839결 91부 7속
인 천 10 2,282결 5부 1속 2,282결 5부 1속 1,387결 11부 3속
부 평 15 1,624결 84부 9속
풍 덕 8 1,307결 95부 4속

생산력 기준인 토지 생산력의 측면에서 장이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

는지 다음으로 검토해 보겠다.  

 안성장이 한창 발달하였던 17~8세기의 토지 생산력 지표를 비교할 수 있

는 가까운 시기의 전결(田結) 자료들을 시대별로 조망하여 토지를 통한 

당시 안성의 생산력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의 가장 이른 시기

는 1842년~43년 작성된 『경기지 京畿誌』가 있다. 이후 1871년 자료인

『경기읍지 京畿邑誌』 및 1893년 자료인 『계사실총 癸巳實總』이 있으

며, 이 자료들을 통해 본 경기도 각 군현의 토지 생산력 지표는 다음과 

같다.28) 

28) *『경기지』(1842년 ~ 1843년) 34읍, **『경기읍지』(1871년), *** 『개국 502~3년 경기각
읍신정사례 京畿各邑新定事例』 ‘계사실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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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19 2,623결 27부 9속 2,623결 27부 9속 2,022결 30부 8속

김 포 8 1,002결 97부 2속
영 평 5 353결 66부 8속

양 근 10
     685결     

4속

마 전 5
    478결 7부  

3속

적 성 4 445결 25부 9속

안 산 6 807결 9부 9속
삭 령 7 1,270결 49부 5속
고 양 8 1,263결 45부 8속
진 위 13 2,493결 92부 3속 2,493결 92부 3속 1,007결 80부 1속
시 흥 6 571결 88부 6속
용 인 16 4,719결 31부 9속 4,719결 31부 9속 2,035결 23부 2속
과 천 14 715결 42부 3속
양 지 11 1,010결 33부 8속 556결 66부 7속 
연 천 5 639결 46부 9속
지 평 7      476결 98부
양 천 5      505결 34부
포 천 10 634결 11부 2속

양 성 14 3,057결 19부 6속 1,588결 95부 2속

영 종 4 190결 19부 1속
대부도 13 11결 95부 4속
덕적진 13    41결 43부

[표 2-3] 1800년대 경기도 지역 전결 수

1842년~43년 통계와 1871년 통계가 같은 지역이 많은 것을 통해 볼 때 

1871년 『경기읍지』의 경우 당시 조사 자료가 아닌 1842년 통계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보면 

1842년경『경기지』의 통계에서 안성은 평균적인 전결수를 갖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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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어 토지생산성에서 특별한 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약 50년 후인 1893년 자료에 안성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토지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장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월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안

성 자체의 인구나 토지 생산성 등 생산력 지표는 안성장의 발달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교통망의 발달과 안성장의 성립

 조선후기에 발달된 장시의 전형적인 모습은 각 지역의 특정장소에서 주

로 매 5일 단위로 한 달에 6회 주기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定期市)였다. 

그리고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시를 돌며 상업에 종사하는 전업 행상

인들과 농업에 종사하며 소규모로 자신의 생산물 판매와 필요물품을 구입

하는 농민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장은 행상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통로 상이나 그 인근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구나 토

지 생산성의 측면에서 장시개설의 큰 이점(利點)이 없는데도 대장이 된 

경우에는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장의 소재지 뿐 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원거리 지역까지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안성장의 번화

함을 기술한 문헌에는 “안성(安城)의 일로는 삼남의 요충지”29), “안성은 

… 삼남의 길목”30)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는 교통로의 발달과 그에 

따른 입지적 이점이 안성장 성세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의 도로망은 고려시대에 확립된 수도를 중심으로 한 X자형 간선도

로망 체제를 기반으로 했다. 고려는 개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도로망을 갖

추었다면, 조선은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이 X자형 도로망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조선의 중심도로망은 수도로 향하는 수직적 교통체계를 갖추어 수

29) 『비변사등록』 숙종 29년 3월 17일 기사 
30)「…以爲安城畿湖之交 三南之綰口…」(「옥갑야화 玉匣夜話」)[출처: 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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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지방간의 행정․재정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했다.(崔永俊, 2004: 

146~169) 

 1770년(영조46년) 간행된 신경준(申景濬)의 『도로고 道路考』에는 팔도 

육대로가 제시된다. 제 1로는 한양에서 서북방으로 고양(高陽)을 거쳐 의

주(義州)에 이르는 의주로(義州路)이고, 제2로는 동북방으로 양주(楊州), 철

원(鐵原), 함흥(咸興), 회령(會寧) 등을 거쳐 경흥(慶興)에 이르는 경흥로(慶
興路), 제3로는 한양에서 동쪽으로 양근(楊根), 원주, 춘천, 강릉 등을 거쳐 

평해에 이르는 평해로(平海路)이다. 제4로는 한양에서 동래에 이르는 동래

로(東萊路)인데, 용인, 양지, 양성, 안성, 죽산, 충주, 진천, 단양, 제천, 문

경, 대구, 밀양 등을 거친다. 제5로는 제주로로 과천, 수원, 진위, 천안, 은

진, 평택, 신창, 전주, 남원, 광주, 화순을 거쳐 배로 제주에 이른다. 제 6

로는 김포, 인천을 거쳐 강화에 이르는 강화로(江華路)다. 안성은 이 대로 

중 제4 동래로로 한양에서 경상도 지역으로 연결되는 대로상에 있으며, 

직곡(直谷)에서 용인땅 남쪽으로 천동점(泉洞店) 20리 → 장수리(長水里) 

20리 → 양성현 10리 → 안성군 20리의 경로로 한양과 대로로 연결된다.

 이후 김정호가 19세기 중반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동여도지 東輿圖
志』「정리고 程里考」에는 봉화대로와 수원별로를 추가하여 전국 도로망

을 10대로와 제주로 총 11로로 분류하고 있다.31) 여기서 안성은 제4 동래

대로와 제8 해남대로와 관련이 된다. 동래대로는 서빙고 나루(西氷庫津)를 

지나 판교점(板橋店)을 거쳐 용인, 양지를 지나 죽산의 좌찬역(佐贊驛). 백

암(白岩), 진촌(陣村), 비석거리(碑立街), 광암(廣岩)으로 해서 경상도 주요

31) * 1대로 의주대로 : 경기도 6읍, 황해도 23읍, 평안도 42읍
    * 2대로 경흥대로 : 경기도 6읍, 강원도 10읍, 함경도 25읍
    * 3대로 평해대로 : 경기도 3읍, 강원도 16읍
    * 4대로 동래대로 : 경기도 5읍, 충청도 5읍, 경상도 58읍
    * 5대로 봉화대로 : 경기도 4읍, 충청도 5읍, 경상도 58읍
    * 6대로 강화대로 : 경기도 7읍
    * 7대로 수원별로 : 경기도 2읍
    * 8대로 해남대로 : 경기도 4읍, 충청도 26읍, 전라도 35읍
    * 9대로 충청수영대로 : 충청도 18읍
    * 10대로 통영별로 : 전라도 17읍, 경상도 8읍
    * 제주로 : 8대로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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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연결된다. 이 길은 『도로고 道路考』에서와 같이 용인 직곡(直谷)

에서 천동점(泉洞店)을 거쳐 장수어리(長水於里)를 지나 양성으로 해서 안

성에 이를 수 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이 외에도 동래대로로 직곡에서 

죽산으로 향하는 길로 조금 더 내려와 용인 김령역(金岺驛)에서 백암(白
岩) 가는 지름길이 안성으로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김령역에서 양지(陽
智)로 가서 좌찬역으로 가기 전에 안성으로 연결되는 직로도 있다.

 제8 해남대로는 한양에서 수원을 거쳐 진위를 지나 갈원(葛院), 양성 땅

인 가천역(加川驛)과 소사점(素沙店), 아교(牙橋), 홍경비(弘慶碑), 성환역을 

지나 천안, 여산, 삼례, 전주까지 직로로 연결되고, 전주에서 남쪽으로 갈

라져 전라도 주요도시로 연결된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이 길은 진위에

서 양성을 거쳐 안성으로 바로 연결되거나 가천역을 거쳐 양성, 안성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조선후기 안성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통하는 해남로와 

동래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충청도와 연접해 그야말로 삼남지방

의 물산이 모였다 서울로 가는 요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성의 도로망은 조선의 교통체계가 고려의 것을 계승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려시대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사』권82 지(志) 권제36 “참역(站驛)”조항에 의하면 광주도(廣州道) 소속 

15개 역에 당시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죽산의 

분행역(分行驛)과 좌찬역(佐贊驛)이 제시되어 있으며, 용인의 김령역(金領
驛)을 거쳐 양재를 통해 북쪽으로 연결되고 있다.32) 또 충청주도 소속의 

34개 역에는 양성 가천역(嘉川驛)이 있어 남으로 천안 등 충청도 주요도

시와 연결되며, 북으로는 수원과 연결된다.33)

 이렇게 고려시대 형성된 도로를 중심으로 한 역 체계는 조선 초기에도 

지속되었다. 1454년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朝鮮總督

32) 「廣州道掌十五. 德豐·慶安·長嘉·安業·南山【廣州】, 良梓【果州】, 金領【龍駒】, 佐贊·分行
【竹州】, 五行·安利【利川】, 無極【陰竹】, 遙安【陰城】, 丹月·安富【槐州】」

33) 「忠淸州道掌三十四. 同和·長足·菁好【水州】, 嘉川【陽城】, 栗峯·雙樹·猪山·長池【淸州】, 長
楊·堆粮【鎭州】, 燕山驛·金沙【燕歧】, 蒲谷【全義】, 成歡【稷山】, 新恩【天安】, 金蹄【豐歲】, 
長世【牙州】, 昌德【新昌】, 理興【溫水】, 日興【禮山】, 廣庭·日新【公州】, 坦平【公州】, 銀山
【扶餘】, 維鳩【新豐】, 楡楊【定山】, 汲泉【伊山】, 洪州驛·光世【大興】, 金井【靑陽】, 得熊【余
美】, 夢熊【貞海】, 靈楡【嘉林】, 非熊【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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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中樞院編 1937 :30~60)에 의하면 안성에 강부역, 양성에 가천역, 죽산에 

분행과 좌찬역, 용인에 김령역과 구흥역 등이 제시되어 있어 고려시대 역

체계와 대동소이하다.

군 현 명 역 사방경계(四境)

죽 산 현 분행역(分行驛) 
좌찬역(佐贊驛) 

   동쪽 : 양지16리,  남쪽 : 진천21리
   서쪽 : 안성17리,  북쪽 : 양지36리 

안 성 군 강부역(康富驛)    동쪽 : 죽산13리,  남쪽 : 직산24리 
   서쪽 : 양성13리,  북쪽 : 양지12리 

양 성 현 가천역(加川驛)    동쪽 : 안성9리,   남쪽 : 직산30리
   서쪽 : 진위11리,  북쪽 : 용인10리

용 인 현 구흥역(駒興驛)
김령역(金岺驛)

   동쪽 : 양지25리,  남쪽 : 양성50리
   서쪽 : 수원13리,  북쪽 : 광주15리

[표 2-4] 『세종실록지리지』의 역과 사방경계 

 이후 1530년 간행된『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제시된 안

성과 인근지역의 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안성에

는 중앙에 강부역이 있고 동쪽 10리 경 죽산방면으로 광실원이 있어 안성

과 경계지역에 있던 죽산의 장항원과 연결되었고, 이는 다시 동쪽으로 태

평원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음죽현의 유춘역(留春驛)과 장해원(長海院)을 

거쳐 동쪽으로 강원도 지역까지 이르게 된다. 또 군(郡) 서쪽 5리 지점에 

대비원이 있어 전라도로 향하는 해남대로 상의 양성 소사(素沙)지역 인근 

소초원과 도로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서로 이어진 안성의 역

원들을 통해 서해에서 죽산을 지나 동부지역까지 연결된 조선후기 안성시

장길(安城市路)로 불리던 안성의 동서로 역시 16세기 초에는 갖추어져 있

었음을 알 수 있다(李荇 等 권8; 권10; 권16; 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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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명 역  원 사 방 경 계

안성군
강부역(康富驛): 동쪽5리
광실원(光實院): 동쪽10리
대비원(大悲院): 서쪽5리 

동쪽: 죽산현경계16리 남쪽: 직산현경계25리 
서쪽: 양성현경계17리 북쪽: 양지현경계89리 
서울: 1백52리

죽산현

분행역(分行驛): 현 북10리
좌찬역(佐贊驛): 현 북50리
태평원(太平院): 현 동 5리
통리원(通梨院): 현 남20리
장항원(獐項院): 현 서20리
이원(梨院) : 현 서북15리

동쪽: 음죽현경계22리 남쪽: 진천현경계26리 
서쪽: 안성군경계23리 북쪽: 양지현경계49리 
서울: 1백70리

양성현
가천역(加川驛): 현 서15리 
선  원(禪  院): 현 동 5리 
소초원(所草院): 현 남 30리  

동쪽: 안성군경계 3리 남쪽: 직산현경계27리
서쪽: 진위현경계19리 북쪽: 용인현경계15리
서울: 1백 12리

진위현

장호원(長好院): 현 남 2리
이방원 : 현 북 10리
백형원 : 현 남 10리
갈원(葛院): 현 남 20리

동쪽: 양성현경계13리 남쪽: 직산현경계37리
서쪽: 수원부경계12리 북쪽: 용인현경계33리
서울: 1백18리

양지현 승보원(承寶院): 현 남 40리
(구 酸梨院)

동쪽: 이천부경계12리 
남쪽: 죽산현경계47리 안성군경계81리
서쪽: 용인현경계17리 북쪽: 광주경계40리
서울: 1백11리

용인현

구흥역(駒興驛): 현 남 5리
김령역(金岺驛): 현 동 30리
보시원(普施院): 현 서 10리 
홍화원(弘化院): 현 남 20리
김령원(金岺院): 김령역 3리

동쪽: 양지현경계24리 남쪽: 양성현경계45리
서쪽: 수원부경계16리 북쪽: 광주경계15리
서울: 65리

음죽현
유춘역(留春驛): 현 동 5리
무극역(無極驛): 현 남 30리
장해원(長海院): 현 동 13리

동쪽: 여주경계 16리  남쪽: 충주경계15리
서쪽: 죽산현경계26리 북쪽: 이천부경계29리
서울: 1백95리

이천
도호부

오천역(吾川驛): 부 서 22리
아천역(阿川驛): 부 북 20리
잉읍원(仍邑院): 부 북 22리
관천원(貫川院): 부 남 5리

동쪽: 여주경계22리   남쪽: 음죽현경계40리
서쪽: 양지현경계37리 북쪽: 광주경계21리
서울: 1백41리

진천현

장양역(長陽驛): 현 북 22리
태랑역(台郞驛): 현 남 14리
시태원(時泰院): 고을 안
영제원(永濟院): 현 동 14리
광혜원(廣惠院): 현 북 38리

동쪽: 충주경계27리   남쪽: 청주경계28리
서쪽: 직산현경계38리 북쪽: 죽산현경계39리
경도: 23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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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탄원(脇呑院): 현 서 34리

직산현

 동쪽: 진천현경계33리 안성군경계21리
 남쪽: 천안군경계10리 목천현경계21리
 서쪽: 평택현경계22리 북쪽: 안성군경계25리
 경도: 189리

평택현 화천역(花川驛): 동 5리
상원(上院): 서 5리

 동쪽: 직산현경계10리 
 남쪽: 아산현경계8리  천안군경계12리
 서쪽: 수원부경계20리 북쪽: 수원부경계10리
 서울: 124리

[표 2-5]『신증동국여지승람』의 안성 인근지역 역과 사방경계

1770년대 영조 말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군읍지 安城郡邑誌』

에는 강부역이 가사면(加士面) 소재이며, 영남대로 북부로 경기좌도34) 찰

방 관할의 양재도(良才道) 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안성시장은 이 양재

도 상의 강부역 인근 안성천변에 형성되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충청

도 지방에서 안성으로 연결되는 길은 도기동을 거쳐 하나의 길로 합쳐지

고 남천(南川 안성천)을 건너 안성장을 지나 양성과 양지를 거쳐 다시 서

울로 향한다. 이렇게 안성장은 서울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종단도로와 

안성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동서로 상에 위치하여 동서와 남북의 물산을 

유통할 수 있는 도로망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 남쪽에서 올라오

는 길이었던 영남대로와 해남대로는 안성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다가 다

시 두 길로 갈라져 서울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안성의 도로망은 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종단하는 고려시대의 역체계를 

기준으로 15세기 이전 이미 삼남과 수도를 연결하는 종단도로가 형성되었

고, 16세기 초 이전에 그를 보완하는 횡단도로도 갖추어졌다. 이렇게 조

선초기부터 발달된 안성지역 교통로는 임진왜란 이후 장이 경기도 지역까

지 확산되던 시기 안성장이 성립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7세기경에는 

대장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안성장은 이렇게 하여 안

성 뿐 만 아니라 주변 및 원거리 지역의 소비층까지 확보하며 발달하였던 

것이다.

34) 좌도 : 수원부, 광주부, 여주목, 죽산도호부, 이천도호부, 양근군, 과천현, 지평현, 음죽현, 양지현, 
남양도호부, 인천도호부, 부평도호부, 통진도호부, 안산군, 김포군, 안성군, 진위현, 용인현, 시흥
현, 양성현(『여도비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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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2-1] 『대동여지도』 (안성부근) [출처: 규장각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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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 명 장 시 명 개시일
안  성 읍내 邑內 2, 7일장

죽  산
읍내 邑內 4, 9일장
배관 排觀 3, 8일장
주천 注川 3, 8일장

양  성 읍내 邑內 4, 9일장
소사 素沙 5, 10일장

[표 2-6] 『동국문헌비고』의 안성인근 장과 개시일

3) 대장(大場)으로서의 안성장

 안성장은 1703년(숙종29년) 3월 17일『비변사등록』기사에 혁파의 대상으

로 처음 등장한다. 당시 흉년이 들어 도둑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출몰하였

는데 이를 막기 위해 관문시장 외 모든 시장의 폐쇄를 의논하게 된다. 이 

의논 중에 “안성(安城) 일로는 삼남의 요충지로서 공장(工匠)과 장사꾼들

이 모여들고, 이 때문에 도적의 소굴이 되었으니” 무신(武臣)을 수령으로 

보내 이를 혁파하자는 내용이다.35) 이를 토대로 볼 때 임진왜란 경 개설된 

안성의 장시는 이즈음에 이르러 한창 성황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안성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록은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에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안성장의 명칭 및 위치․개시일 등

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 안성에는 

읍내장 하나만이 있었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안성지역 장시는 다

음과 같다. 

 안성장이 대장이라는 것은 앞 서 살펴 본대로 18세기 초부터 실록 등 기

록에 등장한다. 앞 서 제시했던 1703년(숙종29) 3월 17일『비변사등록』기

사 외에 1700년대 중반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 擇里志』기록을 통해

서도 안성장의 대장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35) 「金構曰, “畿甸賊患, 無處無之, 而其中安城一路, 三南要衝之地, 而工匠簪聚, 商賈輻集, 
以此之故, 爲賊淵藪, 此邑爲先, 似當以武臣差送矣」(『비변사등록』 숙종 29년 3월 17일 
기사)[출처 : db.history.go.kr](※이후 제시되는 『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 원문 및 번
역문 모두 출처는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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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은 경기와 호서, 해협의 사이에 있어 화물이 모여 쌓이고, 공장과 장
사치가 모여들어 한수 이남의 한 도회가 되었다.”36)

  

 또 1790년(정조14) 수원 신읍(新邑)에 사람들을 모아 번화하게 하는 방법

을 논한 채제공의 방안37)에는 안성을 전주와 더불어 큰 시장으로 직접적

으로 언급하였다. 

 “사방의 장사치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떼처럼 모여들어서 전주(全州)나 안성
(安城) 못지않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

(『조선왕조실록』 정조 14年(1790) 2月 19日 기사) 

 이러한 기록 외에 안성장이 대장이었던 것은 위 채제공의 제안에서 장사

치들을 모으기 위해 금해야 할 목록으로 제시되었던 장세의 액수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장세는 조선후기 그 징수의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인 논

란이 있었지만 결국 혁파되지 못하고 징수하여 지방관아의 재원 등으로 

활용되었다.38) 1794년 작성된 『부역실총 賦役實摠』의 기록을 통해 18세

36) 「安城居畿湖海峽之間貨物委輸工賈走集爲漢南都會」(「八道總論」)
37) 이 방안에는 서울의 부자들에게 무이자로 1천 냥을 주어 새 고을에 전방을 짓고 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고을 근처에 한 달에 여섯 번 시장을 세우고, 
장사를 하게 하되 세를 거두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조선왕조실록』 정조 14年(1790) 2
月 19日 기사)

38) 장세의 징수에 대한 논란은 영조대에 자주 제기된다. 영조 즉위년인 1725년에는 ‘시독
관(侍讀官) 황재(黃梓)’가 진휼을 핑계하여 외읍(外邑) 작은 고을의 50~60명이 모이는 장
터에서도 장세를 거두어 반은 진휼을 위해 활용하고, 반은 사용(私用)하는 것의 부당함을 
논의하며 장세를 엄금할 것을 건의한다.(『비변사등록』권78 영조 원년 12월 19일 기사) 
다음해인 1726년(영조 2)에도 ‘시독관 권적(權)’이 초왕 은(楚王 殷)이 장사꾼에게 세를 
받지 않아 사방의 장사꾼들이 그 나라에 모여들어 부자가 된 사례 등을 들어 연해(沿海)
의 선세(船稅)와 외방 장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이를 금할 것을 청한다.
(『비변사등록』권79 영조2년 5월 9일 기사) 그러나 1727(영조3)년 이후 장세혁파의 어려
움이 지적되며, 지속적으로 장세 징수 요구가 높아졌다. 1727년에는 전 경기감사 이교악
(李喬岳)이 장계를 올려 “장세로 능침(陵寢)의 역(役)이나 칙사의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
는데, 장세를 거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용도를 위해 또 백성들에게 추가 부담
을 주게 되어 민폐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장세징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비변사등록』 영조3년 5월 8일 기사)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황주와 안성 장이 커서 상
인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장세는 많지 않으나 그 세액은 상당하여 민역(民役)에 보탬이 됨
이 크다”고 하며, 직접적으로 안성장을 거장(巨場)으로 언급하였다. 아울러 나라 안에 장
세를 수세하는 곳으로 안성, 전주, 황주, 은진을 들고 있어 이들 장은 장세혁파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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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 시 명 장세총액 장 세 규 정

죽산
주천장

290냥 7전
8월~2월 매삭 15냥/3월~7월 매삭 7냥 5전

배관장(排觀場) 8월~2월 매삭 15냥 6전/3월~7월 매삭 7냥 8전

이천
읍내장

122냥 4전
춘하 매삭 4냥 2전 /추동 매삭 6냥 6전

군량장(郡梁場) 춘하 매삭 3냥 6전/추동 매삭 6냥

안성 읍내장 720냥 매삭 60냥

용인
읍내장

216냥
춘하 매삭 4냥 8전/추동 매삭 6냥

김령장(金嶺場) 춘하 매삭 6량/추동 9량
도촌장 춘하 매삭 4냥 2전/추동 매삭 6냥

양성 소사장 103냥 3전 매삭 9냥/5~6월 4냥 3전
직산 151냥 3전 장 3곳 장세
아산 154냥 8전 장 3곳 장세
신창 158냥 4전 장 1곳 장세
은진
39)

1,035냥 1전 8푼
150냥

[표 2-7] 『부역실총』에 나타난 안성 인근장의 장세

기 후반 경에는 전국적으로 장세가 징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역실총』에 제시된 안성 인근 장의 장세는 아래와 같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세 규정은 없었고, 각 지역

별 또는 같은 지역에서도 각 장별, 월별로 장세는 차등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성장이 720냥(兩)으로 경기도 32개 군현 중 

장세가 가장 많다. 다음은 죽산이 290냥, 용인이 216냥이며, 여주 167냥 4

전(錢), 과천이 144냥, 양근이 136냥 8전, 이천이 122냥 4전, 광주가 120냥 

(성내, 사평, 송파 매삭 10냥)등의 순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월이나 계절 

따라 전국적으로 장세를 징수하지 않을 때에도 공식적으로 그 징수가 가능하였던 18세기 
초 대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논의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복구하여야 하여야 
할 곳에서는 장세를 복구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장세 징수 금지는 철폐된 것으로 보인
다.(『비변사등록』 영조7년 6월21일 기사) 

39) 강경장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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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등장세를 적용하였던 다른 지역의 장과 달리 안성장은 매달 동일한 

장세를 적용함으로 특정 월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늘 성세를 이루었던 실

상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안성 인근 장의 경우 은진(강경장)의 1,035

냥 1전 8푼을 제외하면 장세액이 안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 나는 점을 

통해 볼 때 안성장과 은진장이 주변장의 중심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죽산의 주천장이나 배관장이 중

간 장이었고, 나머지 장은 소규모 장이었던 것으로 장세액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거장이자 주변장의 중심장으로서 안성장의 모습은 물화의 집산이라는 측

면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장의 번화함을 언급한 문헌들에는 안

성장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삼남의 요충지와 더불어 물화의 집적(集積)에 

대해 거론했다. 1747년(영조23년) 경기어사 이규채는 “안성장에 대해 서

울(都下)보다 커서 물화가 모여 쌓인다”고 하였다.40) 또 같은 날 『승정

원일기』에는 이를 안성장시는 서소문밖 시장41)보다 커서 물화가 모여 쌓

인다고 묘사하였다.42) 1751년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에도 이와 유사

한 표현이 있음은 이미 제시한 바대로 이다. 또 안성의 속담(俚諺)에 “서

울보다 둘이더만히난다(京城보다 二種이 多出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안성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화가 많아 경성에서 매매되는 물품보다 두 가지 

종류가 더 많다는 뜻으로 물산이 집산되는 안성장의 모습을 담은 속담의 

존재까지 보여준다.(金台榮 1925: 40) 이러한 조선후기 물화가 집산되던 안

성장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임원십육지 林園十六志』이

다. 임원십육지의 기록을 토대로 안성인근 장의 거래 물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40) 「上召京畿御史李奎采, 問所過農形、民隱及守令治否, 奎采歷擧所經郡縣以對, 至安城曰: 
“… 本郡場市, 大於都下市肆, 物貨所聚, 群盜所集, 安城之稱賊藪, 蓋以此也。…” 奎采申
前啓, 不允。」(『조선왕조실록』 영조 23년(1747) 12월 18일 기사)

41) 남대문시장의 전신인 칠패(七牌)를 말함.
42) 「… 安城場市, 大於西小門外市, 物貨所聚, 群盜皆集。安城之賊藪, 蓋以此也。…」(『승정

원일기』 영조 23년(1747년) 12월 1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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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장 시 명 거 래 물 품

안성 군내장(郡內場)

미두(米荳), 모맥(麰麥), 지마(脂麻), 수소(水蘇), 면포(綿布), 마
포(麻布), 어염(魚鹽), 조(棗), 율(栗), 이(梨), 시(柿), 유기(鍮器), 
철물(鐵物), 사기(沙器), 유기(柳器), 목물(木物), 입자(笠子), 사
립(簑笠), 피혁(皮鞋), 생마(生麻), 인석(茵席), 마석(磨石),침석
(砧石), 목구(木臼), 목반(木盤), 우독(牛犢)

죽산 부내장(府內場) 요미(饒米), 두(荳), 모맥(麰麥), 면포(綿布), 면화(棉花), 과물(果
物), 우독(牛犢)

양성 현내장(縣內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염(魚鹽), 조(棗), 율(栗), 이
(梨), 시(柿), 철물(鐵物), 송이(松茸), 목물(木物), 옹기(甕器), 연초
(烟艸)

음죽 장호원장
(長湖院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어염(魚鹽), 조(棗), 율(栗), 이(梨), 시(柿), 
부정(釜鼎), 유기(鍮器), 우독(牛犢) 

진위 신장(新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생계(生雞), 인석(茵席), 연초(烟艸)

양지 개천장(介川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염(魚鹽), 조(棗), 율(栗), 연초(烟艸) 

용인 현내장(縣內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염(魚鹽), 조(棗), 율(栗), 이
(梨), 시(柿), 유기(鍮器), 옹기(甕器), 사기(沙器), 유기(柳器), 연초
(烟艸), 우독(牛犢)

수원 부내장(府內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소과(蔬果), 어염(魚鹽), 해대(海帶), 연초
(烟艸), 우독(牛犢)

이천 부내장(府內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염(魚鹽), 과물(果物), 목기
(木器), 옹기(甕器), 우독(牛犢)

여주 주내장(州內場)
미두(米荳), 모맥(麰麥), 면포(綿布), 마포(麻布), 주단(紬緞), 어염(魚
鹽), 해대(海帶), 조(棗), 율(栗), 이(梨), 시(柿), 부정(釜鼎), 목물(木
物), 피물(皮物), 지물(紙物), 사기(沙器), 연초(烟艸), 치계(雉鷄)

광주 성내장(城內場)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율(栗), 이(梨), 이당(飴糖) 어
염(魚鹽), 치계(雉鷄), 사기(沙器), 연초(烟艸), 우독(牛犢)

청주 읍내장(邑內場) 미곡(米穀), 해송자(海松子), 유기(鍮器)

목천 병천장(竝川場) 미두(米荳), 염(塩), 목기(木器), 토기(土器)

전의 읍내장(邑內場) 지황(地黃), 천궁(川芎), 택사(澤瀉), 목향(木香), 향부자(香附子), 유기(柳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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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읍내장(邑內場) 황석어(黃石漁), 시어(鰣魚), 치어(鯔漁), 연초(烟艸)

음성 읍내장(邑內場) 미곡(米穀)

평택 관문남장
(官門南場) 미두(米荳), 모맥(麰麥), 면포(綿布), 마포(麻布), 연초(烟艸), 우독(牛犢)

진천 광혜원장
(廣惠院場)

미두(米荳), 지마(脂麻), 수소(水蘇), 면화(棉花), 연초(烟艸), 황광
피(黃獷皮)

[표 2-8]『임원십육지』를 통해 본 안성인근 시장의 거래물목 

 이 기록이 거래 물목 모두를 열거한 것은 아닐지라도 주요한 거래 물목

은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안성장의 거래물품은 대략 26가지 

정도로 인근 장 중 거래품목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이 18종을 거래하고 있

는 여주장이다. 충청도의 큰 장이었던 공주 읍내장의 경우 거래물목이 4

종이고, 충주의 서문밖장의 경우는 8종, 은진 강경장 16종으로 충청도 장

까지 보더라도 안성 장의 거래물목을 따라올 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 큰 장으로 언급되던 타 지역 장의 경우를 보면, 전라도의 경

우 전주 읍내장은 거래 물품이 약 30여 항목이 넘어 안성보다 더 많고, 

남원 부내장은 약 25종으로 안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제 강점기 대장으

로 자주 언급되던 대구 부내장의 경우 거래물목은 약 22종이고, 해서 황

주 읍내장은 약 23종, 관서지방 평양의 경우 약 45종에 이르러 거래물목

이 가장 많다. 관북의 덕원(德源) 원산장(元山場)의 경우 약 11종으로 큰 

장 중 비교적 거래물목이 작은 장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1835년 당시 거

래 물목 상으로 보면 안성, 전주, 남원, 황주, 평양 등을 큰 장으로 볼 수 

있겠다. 

 안성장은 전국을 종단하는 공식적인 교통로와 안성을 중심으로 서해와 

동쪽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동서로를 기반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립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물산의 집산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손

꼽히는 대장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주변장의 중심장으로 기능을 하면서, 

이 지역에 각종 수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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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성맞춤유기의 탄생과 장인(匠人)층의 형성

 1) 조선후기 안성수공업의 발달과 장인의 활동상

  가. 안성수공업 발달상과 ‘공장(工匠)’층의 형성

 조선후기에는 농업과 수공업 생산의 발전, 대동법 실시, 화폐 사용의 확

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산되었고, 상업도 발전하였다. 조선의 수

공업자는 크게 관청에 소속되어 부역의 형태로 그 소요물품을 제작하던 

관장(官匠)과 개인적인 경영을 하던 사장(私匠)으로 나누어진다. 관장들은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청 장적(匠籍)에 등록되어 관리되었다(『경국대전 經
國大典』「공장전 工匠典」).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러한 장적제도

(匠籍制度)는 유명무실해졌고, 부역노동은 점차 가포(價布)를 납부하는 제

도로 바뀌어 갔다. 이에 따라 관청에서 일이 있으면 개인수공업자들을 임

금을 주고 고용하게 되었다(『대전통편』「공전」“외공장”; 홍희유 

1989: 251~256 재인용). 따라서 장인가포제의 확대와 함께 사장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수공업자들은 여전히 관청부역이나 양반 관료들

의 수탈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17세기 저술된『반계수록 磻溪隧錄』에

는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난다. 당시 한양에서는 장인들은 일정한 세금이 

없이 관청부역에 마구 불려가 일을 하고 관청일이라 하여 임금은 적게 받

았다.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여 세를 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자

라는 소문이 들리면 관청에서는 강제로 일을 시켰으며, 이를 본받아 양반

들도 함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

라서 전업수공업자들은 자신의 기술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형편이

었다.43) 안성 유기장들 사이에도 ‘유명해지면 망한다’는 계언(戒言)이 

43) 「大典 京中工匠 亦有稅 然今 則京中工匠 皆無常稅 而只官有役 則隨聞捉致役之 稱以官
役 少給其價 外方則勿論有稅無稅 直隨所聞 威勒役之而已. 公府旣如此 勢家兩班 又從而
效之 償不當直 是以業工匠者 猶恐其技之聞於人 …」(『磻溪隧錄』 卷之一 “田制” 上 ‘雜
說’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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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게 한다(金泳鎬 1965: 161). 
 한편 17세기 들어 수공업자들로 구성된 점촌(店村)들이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 18세기에는 더욱 더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여 수공업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홍희유 1989: 257). 점

촌은 1479년부터 문헌에 등장하여44) 17세기 초반부터 점점 그 빈도가 높

아진다. 그리고 이들 중 지방 관리들과 결탁하여 각종 부역을 면제받는 

“계방촌 稧房村”이 되는 곳이 점차 많아졌다. 1667년 충청도의 한 유생

은 각 지방에 수철점(水鐵店), 옹점(甕店), 침점(針店) 등 여러 점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점촌으로 

밀려들어가고, 지방관들은 이를 오히려 비호하면서 점촌들에서 납부하는 

물품들로 사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승정원 일기』 현종 8년 윤

4월 10일 기사).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에는 일반화 되었는데, 『일성록』정조16년

(1792년) 기사에는 “각 읍에 모두 이교(吏校)들의 계방촌(稧房村)이 있고, 

이들은 모두 부촌(富村)으로 부유한 호(戶)가 있는 곳”(『日省錄』 정조16

년(1792년) 9월1일 기사)이라 하여 이와 같은 실상을 잘 보여준다. 이후 

1795년(정조 19) 호남 암행어사가 올린 장계나45) 1892년(고종29) 전라도 

암행어사가 올린 장계의 내용46)을 통해서도 점촌의 계방촌화가 조선말기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방촌이 된 이들 점촌은 관료들

과 결탁하여 개인의 이윤추구에 유리하였고, 경제적 입지 또한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성에도 17세기 초부터 점촌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안성 수공업 발

달의 대표적인 품목은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유명했던 유

기(鍮器)다. 1614년(광해군 6) 『택당집 澤堂集』 ‘천장잡록 遷葬襍錄’

44) 「竹籬茅店村墟靜」(『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1479년) 2월 1일 기사)
45) “호남의 도전체에 고을마다 각각 계방촌이니 원당촌(願堂村)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관가에 소속되기도 하고 향청(鄕廳)에 소속되기도 하여 해마다 돈을 바치고 온 마을이 부
역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집의 건장한 장정들이 종신토록 한가하게 지내고 있
습니다.”(『조선왕조실록』 정조 19년 을묘(1795) 5월22일 기사)

46) “계방촌에서 요포(繇布)를 징수하지 않으니, 계방을 없애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
여 균일하게 나누어 배정하고, 무명값도 시세에 맞춰 조정하고, 불법으로 균역에서 빠진 
사람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승정원일기』 고종29년 7월 18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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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당선생 별집」제11권 “계산지 啓山志”)에는 천장 과정에서 안성 유

점(鍮店)에 묵었다는 기록이 있다. 택당은 전라도의 고부(古阜)에서 금구현

(金溝縣)47)을 지나 서울로 가는 대로를 따라 삼례역(參禮驛), 은진현(恩津
縣)을 거쳐 천안(天安) 덕경점(德竟店)에 머물고, 직산현(稷山縣)을 지나 안

성(安城)에 도착하여 안성의 유점(鍮店)에서 묵게 된다. 이후 안성 동서로

를 따라 죽산부(竹山府)를 지나 동쪽으로 여주(驪州) 마기곡(馬起谷)을 거

쳐, 지평(砥平)의 백야곡(白鵶谷)으로 가게 된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전라도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은 안성까지 북

쪽으로 올라와서 안성장을 지나 ‘안성시로’로 불리던 안성의 동서로를 

이용해 강원도로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당

시 안성시장이 전라도와 충청도, 강원도를 아우르는 상권을 갖고 있었음 

도 알 수 있다. 그 안성장을 배경으로 안성에는 공장들이 모여들었고, 적

어도 17세기 초에는 유점을 비롯하여 수공업촌인 점촌이 생기기 시작했다. 

 안성유기와 함께 점촌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점(紙
店)이다. 보개면 기좌리를 중심으로 인근 불현리 등에서는 17세기 초부터 

각종 종이 생산과 목판인쇄가 발달하였다. 조선 효종4년(1653년) 시헌력

(時憲曆)이 시행된 후 조정에서는 기좌리에 역서(曆書) 간행처를 두고 이

곳에서 생산되는 백지(白紙)를 구매하여 역서를 간행하였다(『동아일보』

1929.07.04. 1931.05.12. 1938.04.12. 1940.06.25. 1940.06.27. 기사). 이에 따라 

“매년 역서 인쇄할 때가 되면 동네사람들은 돈더미에 올라앉았고, 장사

꾼이 모여들어 마치 시장과 같이 번화”했다. 기좌리에서 생산되던 종이

의 종류는 “역서인쇄용지(曆書印刷用紙)를 비롯하여 과거(科擧)에 쓰이는 

감시명지(鑑試明紙)와 서적인쇄지, 창호지(窓戶紙), 시장지(市場紙), 유물지

(油物紙)”등 이었다(『동아일보』 1929.07.04. 기사). 그리고 기좌리 등지에

서는 역서 뿐 아니라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각종 서적을 인쇄하여 판매

함으로 방각본(坊刻本) 생산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종이 제조 및 인

쇄업이 한창 호황을 이어가던 1907년48) 이전 기좌리는 130호에 이르는 마

47) 고부는 현 전라북도 정읍, 금구현은 현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이다.
48)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 된 후, 의병대장 정주원(鄭周遠)이 

이끄는 의병 1천2백여명이 기좌리에서 일병 및 일진회원(一進會員)들과 접전을 벌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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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민 거의 모두가 종이생산에 종사하였으며, 불현리는 20호에서 100호

에 이르는 가구가 종이제작에 종사하여 지점을 형성하고 있었다(『동아일

보』 1929.07.04., 1931.05.12. 기사).

 이렇게 17세기 경 점촌을 형성하며 발달하기 시작한 안성의 수공업은 18

세기 초에 들어서면 본격화되어 안성의 번화함을 이야기하는 문구에는 앞 

서 언급되었듯이 안성장의 발달과 함께 “공장(工匠)과 장사꾼이 모여든

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비변사등록』 숙종 29년 3월 17일 기사; 『택리

지』“팔도총론 八道總論”). 18세기 안성수공업의 발달상은 1790년 이후 

수원 신읍(新邑)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채제공의 제안에 따라 실행되었

던 공장들을 수원으로 불러 모으는 논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논의

에서 정조는 1791년 수원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안성의 장인(匠人)들에

게 공화(公貨) 2만금을 대여해 주도록 한다. 그러나 정조는 이러한 조치로 

안성의 장인들이 수원으로 대거 이주하여 안성이 옛 모습만 같지 못함을 

우려했다.49) 또 다음해인 1792년에는 수원으로 이사하는 안성의 지장(紙
匠)들에게 전례에 따라 공화(公貨) 4천 냥을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그 이후부터 매년 1/10씩 납부하게 하는 논의를 한다.50) 이러한 전거들을 

통해 볼 때 적어도 17세기경에는 안성장을 중심으로 안성에 유장과 지장 

등 수공업자들이 활발히 활동하였고, 18세기경에는 도회를 형성할 정도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안성 수공업의 발달상은 장인세(匠人稅) 수취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1794년(정조18)경 작성된『부역실총』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흔치 않게 

안성에서는 장인세가 수취됐다. 『부역실총』안성편의 ‘본읍봉용질 本邑
捧用秩’ 조항에 의하면 각색 장인 39명에게 매명 당 1냥 2전 씩 해서 총 

46냥 8전의 장인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충청도를 포함하여 안성 

건이 있었다. 이때 기좌리․불현리는 마을이 전소되는 참상을 당했고, 이를 계기로 제지업
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동아일보』 1929.07.04. 기사) 

49) 「傳曰, 近聞安城郡工匠等, 自願挈居水原新邑云, 渠輩子來之願, 不可拒却, 但安城之不如
舊樣, 雖屬 軫念處, …」(『비변사등록』 정조15년 5월 6일 기사)

50) 「司啓曰, 安城紙匠之自願移居於水原新邑者, 以某樣公貨限四千兩貸給, … 紙匠, 卽居一
於工匠, 而前年工匠之來接也, 旣以公貨許貸, 一以勞徠, 一以制産, 今於紙匠之來, 何可不
用已行之例乎, … 及限三年興利資生後, 自乙卯爲始, 以十分一, 逐年備納於本府, …」(『비
변사등록』 정조16년 3월 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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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읍에서는 장인세 내는 곳을 찾아 볼 수 없다. 장인세는 사장(私匠)

들을 중심으로 지방관청에서 받는 세금으로 당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징수되는 곳이 드물었다.51) 이를 통해 18세기 말 경 

안성 사장들의 활동상과 이에 따른 수공업 발달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만큼 장인들이 관의 수탈에 시달렸던 정황 또한 짐작할 수 있다.

 1835년 경 저술된『임원십육지 林園十六志』「예규지 倪圭誌」에는 안성

장의 거래물품 중 수공업품으로 “면포 (綿布), 마포(麻布), 유기(鍮器), 철

물(鐵物), 사기(沙器), 유기(柳器), 목물(木物), 갓‧삿갓(笠子), 도롱이(簑笠), 

가죽신(皮鞋), 자리(茵席), 맷돌(磨石), 다듬잇돌(砧石), 절구(木臼), 목반(木
盤)” 등이 제시되어있다. 그리고 생산품에는 유기·종이와 함께 갓·사

기가 기재되어 있다. 이중 유기와 종이 외에 입점은 충청도에서 올라와 

안성장으로 향하는 초입인 도기동에 점촌을 형성하고 갓 수선으로 전국적

으로 명성을 떨쳤다. 또 안성에는 가마터 등 사기(沙器) 관련 유적52)이나 

지명53)을 가진 마을들이 다수 있어 이들 역시 점촌을 형성하고 사기생산

을 하였던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또 1841년에 안성의 공장들이 모여 건립한 「군수정후만교영세불망비(郡
守鄭候晩敎永世不忘碑)」에는 비를 세운 공장들로 유점(鍮店), 주점(鑄店), 

시점(匙店), 입점(笠店), 연죽점(煙竹店), 야점(冶店), 목수점(木手店), 피점

(皮店), 혜점(鞋店), 마록점(馬鹿店)이 언급된다. 이를 통해서 당시 안성에

서는 『임원십육지』에서 생산물로 제시된 갓, 사기, 유기, 종이를 비롯하

여, 놋수저, 연죽, 철물, 목공예품, 가죽제품, 가죽신 등의 장인들 또한 활

발히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놋수저는 봉산동 일원을 비

롯하여 시내 곳곳에 시점을 경영하였고, 안성 숭인동에는 연죽점들이 모

51) 19세기 초 작성된 『만기요람』에 의하면 당시 장인세는 전라도와 경상도에만 있었으며, 
영남지방에서는 1799년 이마저도 혁파돼 전국적으로 장인세를 내는 곳은 드물었던 정황
이 드러난다(『만기요람』 「재용편」 “匠稅”; “給代” 출처 : http://db.itkc.or.kr).

52) 보개면 동평리 가마터, 양성면 산정리 도요지, 원곡 성주리 도요지, 일죽 화곡리 도요
지, 죽산 칠장리 가마터 등 다수(안성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2005년~2012년 
필자 현장답사) 

53) 1899년 마을명에 안성 조령면(鳥嶺面) 사기막(沙器幕)(현 금광면 사흥리), 양성 승량원면
(升良院面) 사기막리(沙器幕里)(현 원곡면 성주리聖住里), 죽산군 서일면 사기막(배태리) 
등 (안성군, 1990: 145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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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점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외 「군수정후만교영세불망비」에 언급된 

공장들 역시 안성장 인근에서 수공업장을 경영하였다.       

 현재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기(柳器), 도롱이, 삿갓, 자리, 맷돌, 다듬

잇돌 등 안성장 거래물품으로 『임원십육지』에 제시된 것들은 안성과 인

근 농촌 마을에서 개별 마을의 원료를 기반으로 점촌을 형성하여 생산하

던 물품들이다. 왕골자리와 도롱이‧삿갓은 고삼 쌍지리에서 많이 제작했

고, 맷돌‧돌절구는 사곡동, 다듬이돌은 삼죽 내강리, 키 등 목물은 금광면

에서 많이 나왔다.(목물장수 Jt씨 제보) 이렇게 19세기경에는 각 지의 원

료에 기초한 농민들의 가내수공업 점촌들 역시 안성 인근지역에서 발달하

였다.54)

 한편 제지와 인쇄업으로 유명했던 보개면 기좌리 마을 입구에는 선정비

가 여러 기 세워져있다. 이 중 19세기 군수선정비 3기가 남아있고, 이 외 

선정비들도 20세기 초 앞 서 언급했던 1907년 마을이 전소된 후 마을재건

에 도움을 준 안성군수 곽찬(郭璨), 참봉 박명윤(朴明允) 등 마을을 위해 

힘쓴 사람들 및 제지조합 관련된 인물들의 것이 많다.(『동아일보』 

1929.07.04. 기사; 『자치안성신문』 2009.07.09. 기사; 필자 현지답사) 또 

앞서 언급한 19세기 중반 공장들에 의해 세워진 「군수정후만교영세불망

비」등을 통해 볼 때 안성의 장인들은 마을을 계방촌으로 유지하는 것 등

을 위해 선정비 건립을 통해 지방관들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도모했던 풍

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점촌을 형성했던 안성의 수공업촌 

중에는 전국적으로 성행했던 지방관들과 결탁한 계방촌 또한 존재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성 수공업자들이 성업하였던 전거는 속담이나 민요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한 예로 갓 수선으로 유명한 도기동 사람들에서 

유래된 말로는 “도거머리친구(道基里親舊) 이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도

54)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고양의 세면포(細綿布), 한산의 모시(紵), 제주도의 죽립(竹笠), 
정주의 총건(驄巾), 남원과 평강의 설화지(雪花紙), 해주의 유연먹(油煙墨), 개성의 유삼
(油衫), 김해의 간죽(簡竹 담배설대), 전주의 반죽(斑竹 얼룩점이 있는 대), 남평(南平)의 
부채, 강화도 교동의 돗자리, 통영의 갓과 나전그릇, 영암의 참빗(竹梳), 재령의 철(鐵), 
자산(慈山)과 수안(遂安)의 금‧은 등 19세기 각지의 원료나 제품의 유명산지 현황을 보여
준다(『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萬物雜類” ‘物産辨證說’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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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사람들이 “훤쟁(暄爭)”을 잘하여 별일 아닌 일에도 트집을 잘 잡

으므로 트집 잘 잡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또 안성 민요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어 안성 수공업 발전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한다.

 京畿安城큰아기鍮器장사로나간다 한닙팔고 두닙팔어 파는것이자미라
 京畿安城 아기 숟가락장사로나간다 銀동걸이반수저에 깩기숫갈이格이라
 安城鍮器半福字蓮葉周鉢은 시집가는새아씨의 선물감이라
 安城가신 반저름(半油鞋)은 시집가는 새아씨발에마침이라
 安城油紙는 시집가는 새아씨의 빗집(梳入)감에마침이라

(김태영 1925: 38~40)
                                       

 이렇게 조선후기 안성은 대로(大路)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자 안성장을 중

심으로 이 길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발달된 장을 배경으로 공장들이 집산

하여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그야말로 도회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에는 이렇게 도로, 장시와 수공업의 발달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

호 상승작용을 하며 번화한 안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 장인의 활동과 유명세 확보 과정

         : 조선왕조 의궤자료를 중심으로

 조선 왕조의 각종 의례와 관련하여 작성된 도감의궤는 안성 장인들이 국

가 행사에 동원되었던 정황과 그 활동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단편적이

나마 조선후기 안성 장인들의 활동 및 처우, 유명세 확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성장인들 중 의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안성의 대표 수공업이라 

할 수 있는 유기 제작 장인들이다. 아울러 안성 장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 

역시 유기장에 대한 것이다. 1624년 작성된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
都監儀軌)』에는 각도의 솜씨 좋은 장인(善手諸色匠人)으로 유기장의 일종

인 안성 소로장 윤언복(尹彦福)이 등장한다. 이후 안성유기 장인들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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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지속적으로 명장(善手匠人)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되며, 각종 의례를 

위한 부역에 차출된다.55) 

 유기장과 함께 17세기 중반부터 안성의 장인으로 의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소목장(小木匠)이다. 1645년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昭顯世子禮葬都
監儀軌)』에는 안성 소목장으로 김대규(金大奎)와 철이(鉄伊)가 언급된

다.56) 이후 1649년 『인조대왕국장도감의궤(仁祖大王國葬都監儀軌)』에는 

김대규와 함께 안성 소목장으로 조개복(趙介福)이 등장한다.57) 조개복은 

당시 부역을 쉬면서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부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장인들을 대신해서 편수(邊首)였던 김대규의 청원에 의해 통진 

목수 유득남(劉得男)과 함께 외방장인(外方匠人)으로 본 도감에 참여하게 

된다.58) 이 의궤에는 김대규가 통진 출신으로 기재되어 기록의 오류가 아

니라면 통진으로 이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사항에 대해

서는 알 수 없다. 이 도감에서 공장들은 매달 쌀 9말과 베 1필(疋) 씩을 

받았다.59) 김대규는 이후 1651년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顯宗明聖王
后嘉禮都監儀軌)』(“啓辭”; 「三房儀軌」“匠人秩”)나 『장렬왕후존숭도감

의궤(莊烈王后尊崇都監儀軌)』(1651, 「二房儀軌」 “諸色匠人秩”), 1669년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神德王后祔廟都監儀軌)』(「神主造成廳儀軌」“工匠
秩”)에도 소목장으로 등장한다. 조개복은 1658년 『효종영릉산릉도감(孝
宗寧陵山陵都監儀軌)』에도 목수로 이름이 거론되어 이 의례에 장인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례도감에 안성의 장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편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600년대 중반 경 안성에는 

55) 1731 『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1744 『嘉禮都監儀軌』; 1830 『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1857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三』; 1865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卷之三』
56) 「諸色工匠京居秩 … 小木匠 金大奎 鉄伊(安城) 許無赤(江華) 田唜男(義城)」 (1645, 『昭

顯世子禮葬都監儀軌』 「三房儀軌」 “諸色工匠京居秩” 참조)
57) 「小木匠 金大奎 許無赤(通津) 趙介福(安城)」(1649,『仁祖大王國葬都監儀軌』 「三房儀軌」 

“工匠秩”) 
58) 「六月十五日
   本房當初各色外方匠人推捉之際慮有弊端謄錄付匠人外切不推捉爲有如乎立役臨急之後木手  
   則已爲身死時未代定小木匠琴招則年老眼暗工役甚麤邊首金大奎等再三白活招來詳察則果如  
   所訴爲去乎通津木手劉得男安城小木匠趙介福等兩人時方現存閑遊云依所訴急急上送赴役事  
   行移何如堂上手决內依」(1649,『仁祖大王國葬都監儀軌』「三房儀軌」 "移文秩") 
59) 「都監諸色工匠每名一朔料米九斗價布一疋式…」『仁祖大王國葬都監儀軌』「都監稟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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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장이 많이 있었고, 기술 또한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안성 소목장의 활동상은 의궤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소목

장의 세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안성유기의 명성이 점차 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서 안성하면 유기장을 떠올려 부역에 이들이 

주로 동원되는 까닭에 소목장들은 상대적으로 부역 참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19세기 중반 「군수 정후

만교영세불망비」를 세운 장인들에 목수점(木手店)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안성 장인으로 1700년대 이후 유장·소목장 외에 의궤에 자주 등장하는 

직종은 석장(石匠)이다. 1757년 2월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貞聖王后
弘陵山陵都監儀軌)』(「大浮石所」“工匠秩”)에 참여한 119명 석장 중 안성

출신은 백계동(白啓東), 윤차강(尹次江) 2명이다. 이들은 같은 해 3월『인

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大浮石所」“工匠
秩”)에도 114명의 석장 중 2인으로 참여했다. 1856년 『순조인릉천봉산릉

도감의궤(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移文”)에는 안성의 석수 봉학이

(奉學伊), 봉철이(奉哲伊), 김운서(金雲瑞), 이선녀(李先汝)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달 쌀 9말과 목 1필을 요포로 받았으며, 각각 육조역(肉助役)과 

모조역(募助役)60)을 한 명씩 받았다. 아울러 모든 장인들은 15명에 화정

(火丁)61) 1명씩, 30명에 복직(卜直)62) 1명씩이 있어 부역의 편의를 도모하

였다. 제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이들은 이전 시기의 장인들보다 훨씬 좋

은 조건에서 부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3)

 1898년『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훈령 

60) 육조역과 모조역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장인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비숙
련공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61) 화정은 각종 부역 시 밥을 지어주는 역을 담당하였다(『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인조 15
년(1637) 2월 25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6년(1614) 7월 19일 기사 참조).

62) 군대에서는 짐 운반을 담당하였고, 향소(鄕所)에서는 사환(使喚)의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관의 각종 도감에서도 짐을 운반하는 등 사환(使喚)으로 장인들의 보조역을 했을 것
으로 보인다(『조선왕조실록』 인조 4년(1626) 8월 4일 기사; 『국역비변사등록』 43책 숙종
15년 1689.10.04. 기사 참조).

63) 「石手每名肉助役募助役各一名定給 … 匠人每十五名火丁一名每三十名卜直一名定給」 
(1856『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財用” ‘式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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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令”에는 개성부(開城府), 강화부(江華府), 수원부(水原府), 안성군(安城
郡)에서 각각 선수석수(善手石手) 50명씩을 부역에 보내도록 한다. 한 지

역에 50명의 석수를 요구할 정도면 최소한 그 지역에 50명 이상의 선수석

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50명의 

선수석수를 부역에 보낼 정도로 안성에는 석장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안성에는 맷돌 등의 제작으로 유명한 사곡동과 함께 지금의 삼

죽면 내강리 지역이 석수장이 마을로 유명했다. 이 지역에서는 다듬이돌

과 상석(床石) 등 묘지의 석물로 쓰이는 청석(靑石)이 풍부했다. 따라서 이

를 이용해 석물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목물장수 Jt씨 제보) 

19세기 말 내강리는 죽산군 서이면(西二面) 태정리(台亭), 회암리(回岩), 강

촌(康村), 내동(內洞)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강촌마을 주민의 90%, 태정

이(대쟁이) 마을 주민의 50% 정도가 1970년대 경까지 석공이었고, 솜씨가 

좋아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자치안성신문』 2009.01.31. 기

사) 이 산릉도감에 동원된 석공들이 정확히 어느 마을 소속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죽산군 소속이었던 삼죽면 내강리 보다는 안성군 소속이

었던 사곡동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들은 이전 석수들과는 달

리 임금을 요포가 아닌 돈으로 받았다. 장인들은 각각 2냥 6전을 받았고, 

장인 10명 당 1명의 화정을 붙여주었으며, 30명마다 1명씩 복직을 두었

다.64) 이는 앞서 1856년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 때보다도 조건이 좋아

진 것으로 장인들의 처우는 19세기 들어 점차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왕실의 각종 의례도감에 동원된 안성의 장인들은 유기장을 비롯

하여 소목장과 석장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 행사에 동원될 정도로 그 실력

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참여 장인들의 처우는 17세

기 이래 점차로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목장에게는 “선수장인”

의 호칭이 붙지 않고, 안성 석수들에게도 “선수석수”의 명칭이 빈번히 등

장하지 않으며, 동원되는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여타의 장인들이 안성유기장

만큼 타 지역에 비해 유명세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64) 「匠人每名錢二兩六戔 … 匠人每十五名火丁一名每三十名卜直一名定給」(1898, 『明成皇
后洪陵山陵都監儀軌』 ‘式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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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성맞춤유기의 탄생과 그 주역 ‘안성유기장’

  가. ‘안성맞춤’의 어원 및 안성맞춤유기의 전거(典據)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반부터 문헌기록에 등장한다. 최초 

기록인 1913년 최원식(崔瑗植)의『조선리언 朝鮮俚諺』에서는 안성정주(安
城定做)라 해서 안성맞춤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안셩마춤이다[安城(郡名) 定做다]
  物品이 堅固든지 事機가 確實든지 或忽致之物이 不意之數에 可合
든지 을 謂이라” 

(崔瑗植 1913: 74)

 이는 보통명사인 “안성맞춤”에 대한 용어설명이지만 안성이 군명임을 

밝혀 그 어원이 안성과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이후 1924년 5월 1일 자 

『개벽』 47호에는 “商工兼得의 安城郡”이라 하여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수공업이 발달한 도시인 안성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鍮器든지 烟竹으로든지 乾油鞋라든지 탄탄하고 精巧히 된 것이면 「에 安
城맛침이로군」하고 贊嘆하겟다. 이 말은 西鮮에도 잇고 南鮮에도 잇다. 이
를 보면 安城은 在來朝鮮工業의 特殊地임을 可히 알겟다.…”  

 그리고 1925년『안성기략 安城記略』에 ‘안성맞춤’은 안성유기의 품질

이 우수하여 유기명산지로 오래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것에서 유래된 용

어로 등장한다.(김태영 1925: 39)

 「안성마침이다(安城定做다)
  安城은 古來로 鍮器가 名産이요 安城鍮器는 堅固하고 精巧하게 製造하므
로 全國에 歡迎을 받아왔나니 此에 因하여 物品이 堅固하든지 事機가 確實
하든지 或忽致之物이 不意之數에 可合하든지 하면 ‘安城마침’이라하여 全國
에 通用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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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년 7월 2일 『동아일보』의 기사에도 “안성맛침”의 어의와 “안성

맛침유긔”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안성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저절로 온 나라 사람들이 말해온 것이라 이를 통해 

안성유기가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아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

러 이 기사에서는 안성맞춤유기의 특징을 ‘튼튼하고 정교하며, 많이 만

들어서 전국에 퍼져 환영을 받아왔다’고 기술하였다. 

 이렇게 안성맞춤에 대한 뜻풀이를 통해보면 안성맞춤은 조선후기 안성유

기의 명성을 대변하는 용어로 등장하였고, 안성수공업 상품의 명성을 대

표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래하여 물품이 튼튼하든

지 일이 확실하거나 마음에 꼭 맞는 일이 있을 때 안성맞춤이라 하여 일

반명사로도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발전한 안성맞춤유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안성지역에서 유기가 제작

된 것은 앞서 살펴 본 대로 고려시대 죽산지역에서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안성맞춤유기의 시초라고 보기에는 그 

전거가 거의 없다. 

 안성유기에 대한 전거들은 조선시대에 비로소 발견된다. 조선시대 유기

제작은 크게 관청수공업장과 사경영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청수

공업은 크게 중앙기구에 소속된 수공업자인 경공장(京工匠)과 지방관아에 

소속된 수공업자인 외공장(外工匠)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상공업에 대해 말업으로 천시하고 억제한 까닭으로 사적 경영이 크게 발

달하지 않았고, 수공업 생산은 관청에 소속된 장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따라서 명성이 자자했던 안성맞춤유기가 적어도 조선전기 이전에 발

생되었다면 최소한 안성에 외공장 소속 장인들이 존재했어야 한다.    

 1485년(성종 16년)에 완성 반포된 『경국대전』 “공장전(工匠典)”(奎貴 
1864-v.1-3)에 의하면 경공장의 경우 유장(鍮匠)이 공조에 8명, 상의원(尙
衣院)에 4명, 내수사에 5명 있었다. 주장(鑄匠)은 공조에 20명, 상의원에 4

명, 교서관(校書館)에 8명 있었고, 내수사(內需司)에도 10명이 있었다. 외

공장에는 주장은 보이지 않고, 유장이 경기도에 3명, 충청도에 4명, 경상

도에 7명, 전라도 6명, 강원도에 2명, 황해도에 2명, 영안도(함경도)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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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에 8명이 있었다. 이렇게 지방관청 소속 유기 장인은 전국적으로 

총 35명이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수원, 광주, 양주에만 유장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충청도 충주, 청주, 공주, 홍주에도 유장이 각각 1명씩 있었다. 그러나 

안성, 죽산, 양성을 비롯하여 용인, 이천, 음죽, 양지 등 안성인근 외공장에는 

유장이 없다. 안성을 비롯하여 여주, 이천, 양근, 용인, 죽산 등의 외공장에

는 야장(冶匠)‧궁인(弓人)‧시인(矢人)‧목장(木匠)이 각각 1명 씩 배정되어 있

었고, 양지, 진위, 음죽, 양성 등에는 궁인을 제외하고, 야장과 시인‧목장이 

각 1명 씩 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안성에 조선

전기부터 유기생산이 성행하여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의 기반이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성유기장들이 안성맞춤유기를 생산할 정도의 기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전거는 17세기 초의 문헌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 서 언급했던 

1614년 택당 이식의 ‘천장잡록’에는 당시 안성에 유점이 있어 택당이 여

기에 묵었음을 기록하고 있다(『택당집 澤堂集』 제11권 “계산지 啓山
志”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2013.01.02. 접속). 유점에서 

묵는다는 것은 유점이 점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점촌

을 형성할 정도였다면 그 생산량도 많았을 것이다. 이는 1900년대 초반 

안성맞춤유기의 한 요건으로 제시되었던 다량생산의 전거를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성맞춤유기의 시초가 이 시기에 이미 형성되

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703년경부터 안성에는 장이 발달하고 공장(工
匠)이 모여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초 이전에 발전되기 시작

한 유기업은 18세기 초에는 더욱 더 발전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18세기 초 안

성은 은진, 전주, 황주와 함께 전국적으로 장세를 수세하는 전국 4대 시장 가

운데 한 곳이었다. 발달된 장을 기반으로 많은 공장들이 모여 있었다면 당연

히 안성맞춤 유기의 명성을 이시기에 이미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안성유기의 유명세는 『규합총서 閨閤叢書』 “동국팔도 소산” 

조항에 안성의 특산물로 유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임원경제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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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지 倪圭志」에 거론된 전국의 유기가 거래되는 장 74 곳65) 중 유일하게 

유기생산지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임원경제지』「섬용지 

贍用志」;“팔역물산 八域物産”). 이러한 안성유기는 1900년대 초까지도 안

성의 제1 특산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김태영 1925) 

나. ‘선수장인 善手匠人’명성 획득과 안성맞춤유기의 탄생

     : 조선왕조 의궤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안성유기장에 대한 기록은 각종 국가의례와 관련하여 작성된 

의궤를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1551년(명종 6년) 이후 왕실제례용 제

기는 점차 유기로 사용하게 되었다.(『조선왕조실록』 명종 6년(1551) 6월 

23일 기사) 그리고 1593년 왜란으로 인한 군량미 모집과정에서 “부민(富

65) 경기 : 안성 읍내장, 연천 거난장(漣川 車難場), 용인 현내장(縣內場), 음죽 장호원장
    호서 : 청주 읍내장, 은진 강경장 
    호남 : 전주 부내대장(府內大場) 2곳(남문밖, 서문밖), 소장(小場) 2곳(북문밖, 동문밖), 순창  

       읍내장, 태인 읍내장, 남원 부내장
    영남 : 경주 부내장(府內場), 안동 부내장, 상주 주내장(州內場), 진주 주내장, 청송 부내  

       장, 동래 부내장, 청도 성내장(城內場), 초계(草溪) 읍내장, 흥해(興海) 읍내장, 곤  
       양(昆陽) 읍내장, 영덕 읍내장, 의성 읍내장, 의령(宜寧) 읍내장, 언양 읍내장, 함창  
       읍내장, 고령 읍내장, 신령(新寧) 읍내장, 예안 읍내장, 창령 읍내장, 비안(比安) 읍내  
       장, 칠원(漆原) 성내장․성외장, 자인(慈仁) 읍내장, 창원 부내장

    해서 : 곡산(谷山) 부내장․관전장(館前場), 장연(長淵) 부내장․부남장(府南場), 안악(安岳) 군  
       내상장(郡內上場), 하장(下場), 재령(載寧) 동부장(東部場)․서부장(西部場), 은율 읍  
       내장, 대구 부내장, 황주 읍내장

    관서 : 평양 관전장, 안주(安州) 염속동장(塩屬洞場), 창성(昌城) 관전장, 귀성(龜城) 관  
       전장, 숙천(肅川) 아사전장(衙舍前場)․입석장(立石場)․관전장, 강계(江界) 하청장   
       (河淸場), 전평장(錢平場), 삼화(三和) 관전장․하장(下場), 중화(中和) 관전장, 동후  
       장(錬後場), 사창저장(司倉底場),구향교장(舊鄕校場)․옥아장(獄衙場), 용천(龍川) 부내  
       장, 자산(慈山) 관전장, 하장, 초산(楚山) 관전장, 함종(咸從) 관문외장, 향교동장,  
       운산(雲山) 관전장, 희천(熙川) 관전장, 하장, 개천(价川) 관전장, 신흥장, 순천(順  
       川) 관전장․외장(外場)․창장(倉場)․상원(祥原) 관전장, 도평장(島坪場), 벽동(碧潼)   
       우장(雩場), 위원(渭原) 평장(坪場), 영원(寧遠) 군내장, 가산(嘉山) 관문전장, 돈산  
       (敦山) 관문전장, 순안(順安) 관전장․창고리장 (倉庫里場)․창동리장(倉東里場), 용강  
       (龍岡) 관전장․하장, 증산(甑山) 관문전장․관전장, 강서(江西) 관전장․신장(新場), 태  
       천(泰川) 관전장, 맹산(孟山) 현내장, 강동(江東) 관전장, 은산(殷山) 관문전장, 의주  
       (義州) 오목장(梧木場), 정주(定州) 상장․하장, 박천 군내장 

관북 : 함흥 부내장, 길주 주내장, 영흥(永興) 부내장, 경성(鏡城) 부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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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과 상인들이 유기와 목면(木綿)을 매매하여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으면

서도 군량 모납(募納)에는 인색하여 내놓지 않는다.”66)는 등의 기사로 봤

을 때 이 시기에 이미 유기가 대량으로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성맞춤유기를 만들어 냈던 안성유기장의 활동은 이 시

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의 의궤 자료는 

왜란 중에 모두 소실되어 전하지 않아(김종수 2005) 이들의 활동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본 소절에서는 17세기 이후 의궤를 토

대로 조선후기 안성 유기장들의 삶과 명장을 지칭하는 ‘선수장인 善手匠
人’ 명성획득 및 안성맞춤 유기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유기(鍮器)를 만드는 장인은 유장(鍮匠)‧소로장(小爐匠)‧시장(匙
匠)‧권로장(權爐匠) 등이다.67) 이중 유장‧시장은 유철(鍮鐵)을 이용해 단조

에 의해 기물을 만드는 장인이며, 소로장과 권로장은 주철(鑄鐵)을 사용하

여(1744『嘉禮都監儀軌英祖貞純王后』「三房儀軌」‘稟目秩’) 주물기법으로 기물을 조

성하는 주장(鑄匠)68)으로 분류된다. 의궤에 유장은 유기장(鍮器匠)으로 주

장(鑄匠)은 주성장(鑄成匠)으로도 명명된다. 아울러 『경국대전』등에는 유

장을 ‘유철장(鍮鐵匠)’으로 주장을 ‘주철장(鑄鐵匠)’으로 명기했다. 따

라서 조선시대 유장은 유장․유기장․유철장으로, 주장은 주장․주성장․주철장

으로 명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경국대전』「호전(戶典)」 “잡세 

(雜稅)” ; 『만기요람』「재용편(財用編)」“장세(匠稅)”). 

  의궤에는 그 제작기법이나 재질을 기물의 명칭 앞부분에 붙여 제작방법

을 분명히 구분하기도 한다. 의궤의 구분에 의하면 식기, 수저 등은 주로 

은(銀)나 유철(鍮鐵)로 단조에 의한 방짜기법으로 제작하며, 형태가 복잡하

지 않고 크기가 큰 기물들 또한 유철로 방짜기법에 의해 제작한다. 반면

66) 「備邊司啓曰: “伏見左議政尹斗壽狀啓: ‘富民與商賈, 買賣鍮器、木綿, 積如丘山, 而募納
軍糧, 則吝惜不出。…” 上從之。」(『조선왕조실록』 선조 26년(1593) 11월 12일 기사)

67) “天使時鍮鑄器皿, 極爲浩大, … 而本曹所屬鍮匠·小爐匠·匙匠·權爐匠等, 體府及訓鍊都
監·北營等處, 時方推捉, 磨造銃筒諸器, 本曹許多器皿, 雖欲造作, 將不得下手, 至爲悶
慮。上項鍮鑄各樣等匠, 限天使回還間, 各衙門毋得侵責, 專意本曹之役事, 各別捧承傳施
行, 何如?”(『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2월 13일 기사)

68) “鑄成者曰鑄匠”(成俔, 1525 『慵齋叢話』 卷之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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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태가 복잡한 향로․촛대 및 가위․ 동이 등 생활용구와 크기가 작은 제

잔 등 식기는 주철(鑄鐵)로 주물기법에 의해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69) 이

와 같은 경향은 16세기 경북 성주(星州)지역에서 활동했던 장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黙齋日記)』에 기록된 유장과 

주장의 제작물품 분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유장은 유

발리(鍮鉢里)70)․서판(書板)71)․유시저(鍮匙筯)72) 등을 제작하고, 주장은 동타

우(銅唾盂)73)․제잔(祭盞)․제잔대구(祭盞臺具)74)․소촛대(小燭臺)75)․대동촛대(大
銅燭臺)76)․소향로(小香爐)77)․주전자(煎酒子)78)를 제작 하는 것으로 구분된

다.79) 이러한 구분은 현대 유기장들이 만드는 기물의 구분과도 대동소이

하다.

 안성출신 유기제작 장인80) 중 의궤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주장인 

소로장(小爐匠) 윤언복이다. 1624년『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
軌)』는 1624년(인조2) 3월부터 11월까지 제기와 악기 등 의례용품 제작과

정에서 1624년 8월 1일 경기도와 개성부에 각도(各道)와 각관(各官)의 솜

씨 좋은 장인(“선수제색장인 善手諸色匠人”)을 9월 그믐날까지 올려 보

내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 때 부터 안성의 유기 장인들은 명장을 뜻하는 

‘선수장인(善手匠人)’이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한다. 이 의궤에서는 각 

지역의 장인들을 열거하는데, 진위 소로장 최허롱(崔許弄), 여주의 김말남

69) “世子宮器皿進排 銀鉢里蓋具一重二十七兩 銀椀蓋具一重二十六兩三戔 銀匙一重二兩七
戔 … 鍮錚盤六合重二十九斤八兩 … 鍮涼盆三合重十五斤八兩 … 鍮飯榼蓋具一重十三斤
四兩 鑄燭臺一重五斤十五兩 鑄剪燭器一重三斤五兩 鍮剪子一重九兩  … 鑄東海蓋具六合
重一百四十斤 … 鑄大沙用蓋具一重二十三斤八兩 鑄中沙用蓋具二合重三十斤 鑄小沙用蓋
具四合重二十九斤 … 鑄盞一重四兩” (1744, 『嘉禮都監儀軌』「三房儀軌」“稟目秩”)

70) 『黙齋日記』上 6冊 1553(明宗 8) 2월23일; 26일 일기
71) 『黙齋日記』上 3冊 1546(明宗 1) 4월18일; 25일; 26일; 27일 일기
72) 『黙齋日記』上 3冊 1546(明宗 1) 4월27일; 1557(명종 12) 4월 9일; 10일; 11일기
73) 타구를 말함.『黙齋日記』 上 3冊 1546년(明宗 1) 3월 4일 일기
74) 『黙齋日記』下 7冊 1556(명종 11) 1월19일; 20일; 22일; 23일; 26일 일기  
75) 『黙齋日記』下 7冊 1556(명종 11) 2월 6일, 7일 일기 참조
76) 『黙齋日記』上 5冊 1551(명종 6) 7월 13일, 15일 일기 참조
77) 『黙齋日記』下 7冊 1556(명종 11) 2월 13일; 14일 일기 참조
78) 『黙齋日記』下 10冊 1565(명종 20) 9월 7일; 20일 일기 참조 
79) 『묵재일기』의 장인별 제작 기물 구분은 김인규(2002)의 표 참조
80) 본고에서는 재료와 기법에 따라 구분되는 유장과 주장 모두 안성 유기장으로 보고 논의

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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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唜男), 최용복(崔龍福), 남양의 이말복(李唜福), 양성의 오세난(吳世難), 

전검충(全檢忠)과 함께 안성 소로장 윤언복(尹彦福)이 언급된다. 또 개성부

에서는 두석장 이매춘(李每春), 이철(李鐵), 이대춘(李大春), 전응룡(全應龍)

과 선수동해장(善手東海匠) 다섯 명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81) 이를 통해 

보면 이시기 선수장인으로 지목되는 주물유기 주성장들은 진위, 양성, 안

성, 여주 등 안성 인근 및 개성 장인과 같이 언급됨으로서 유기제조 명장

이 있는 지역으로 안성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

다. 아울러 이 의궤에 등장하는 장인들 중 양성의 오세난은 1500년대 양

성에 이주해 온 해주오씨(해주오씨 정무공파종중 2012: 15~18)일 것으로 보여 

이 시기 이미 안성인근 지역에서는 양반가문에서도 장인의 길로 들어섰던 

자취를 볼 수 있다.  

 이후 안성 유기 장인에 대한 기록은 1731년 『선의왕후혼전도감의궤(宣
懿王后魂殿都監儀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의궤 삼방(三房) 품목질

(稟目秩)에는 편수(邊首)장인의 말에 따라 제기 주성을 담당할 동해장(東
海匠) 중 사망한 자와 이미 먼 지방으로 간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를 충

원하기 위해 명장(善手匠人)이 많은 개성과 안성 등지에서 각각 장인을 2

명 씩 보내도록 한다.82) 이 내용은 이문(移文)으로 안성에 보내지는데, 그

것은 제기를 주성할 주성장(鑄成匠) 장이창(張以昌)과 김북실(金北實)을 부

역을 위해 급히 보내라는 내용이다.83) 그러나 개성에는 특별히 공문이 보

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성의 주성장은 본 도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다만 개성은 앞 서 1624년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
儀軌)』에서 동해장 선수장인이 있는 곳으로 지목을 받은 지역으로 지속

81) 「宗廟祭器儀仗等物變亂之後盡爲見偸不得已今年內各樣鑄器儀仗等依數造作事是乎等以依
前例謄錄付各道各官善手諸色匠人等關後錄爲去乎來九月晦日內及良實鄕所色吏別定罔晝夜
捉送爲乎矣其中一名是乃稱頉粘移爲在如中依事目入啓處置爲乎事是昆除尋常擧行向事京畿
監司開城府 後 振威小爐匠崔許弄驪州金唜男崔龍福南陽李唜福陽城吳世難全檢忠安城尹彦
福加平磨造匠全德龍開城府豆錫匠李每春李鐵李大春全應龍善手東海匠五名」(“一方所掌” 
‘一稟目本房段’)

82) 「庚戌七月初七日 一本房所掌祭器鑄成時使役次謄錄付東海匠六名推尋則邊首匠人言內或
有身死者或有已下去遠道不得充數是如開城府安城等地素多善手匠人各二名式罔夜起送之
意…」 

83) 「移文秩 … 同月初八日安城郡了 一祭器鑄成時使役次 鑄成匠 張以昌 金北實 等 推捉則
右人等下去本郡云定色吏罔夜起送俾無未及生事之弊向事」(「魂殿三房」 "移文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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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해장 선수장인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볼 때 1600년

대 초부터 개성의 동해장들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 의궤에는 안성인근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이 안성만 주성장 

선수장인이 많은 지역으로 지목된다. 이후 유장이나 주장으로 명장이 있

는 지역은 안성 인근지역에서 안성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개성과 함께 언급됨으로 전국적으로는 유기 생산자로서의 명성을 독점하

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성의 장인들과 함께 선의왕후혼전도감의 삼방에서 활동한 동해장은 모

조역(募助役)과 육조역(肉助役)까지 합하여 모두 9명이 기록되었다. 이들 

중 ‘각색장인질’에는 장이창이 언급되어 있으며, 김북실은 이름이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보아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84) 장이창은 임금으로 

매달 베 1필과 쌀 9두를 받았을 것이고, 김북실도 부역에 참여하였다면 

장이창과 동일하게 받았을 것이다.85) 또 ‘논상(論賞)’ 조항에 의하면 공

을 따져서 상을 받았는데, 동해장 5명 중 정태준(丁泰俊) 등 2명은 1등을 

하고, 안성 주성장 장이창86)은  2등을 한 것으로 나와 이에 해당하는 상

품을 받았을 것이고, 김북실의 상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87)

 안성유기장에 대한 이후 기록은 1744년 사도세자와 장조헌경후의 『가례

도감의궤』이다. 이 가례에서는 유기와 은기․동기 등 각종 기명(器皿) 제

작을 맡은 「삼방의궤(三房儀軌)」88) “품목질(稟目秩)”에 안성유기장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된다.89) 원 도감소속 유기장 하천택(河千澤)의 말에 

84) 「各色匠人秩 … 東海匠秋萬才權俊李益弼丁太俊張二昌募助役二名肉助役二名」(「魂殿三
房」 “各色匠人秩”)

85) 「一取考謄錄則工匠每名一朔布一疋米九斗肉助役每名布二疋米五斗募助役及募軍段每朔布
三疋米五斗式」(‘儀軌事目’ 참조)

86) 한자 이름이 ‘張二昌’으로 나오나 장인들의 이름은 같은 의궤에서도 한자가 다르게 기록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張以昌’과 같은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

87) 「一等 東海匠丁泰俊等二名 二等 東海匠張二昌 三等 東海匠權俊伊等二名」 (「魂殿三房」 
‘論賞’)

88) 삼방의궤는 1743년 11월 3일부터 왕세자빈이 간택되는 1744년 1월 7일까지의 기록이
다.

89) 「一今此嘉禮時都監各樣鍮器皿今方造作爲如乎鍮匠河千澤白活內始役匠人中鈑榼匠韓石良
朴二福等兩人身病猝重萬無赴役之路而鍮器匠善手多在安城郡是如乎其中金泰康金 老味等
捉來赴役亦縷縷白活爲臥乎所飯搕鑄成之役一時爲急是置上項金泰康金 老味等令本官定色
吏領付都監以爲使役之地何如稟堂上手決內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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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유기장 중 반합장(鈑榼匠)90) 한석량(韓石良)․박이복(朴二福)이 갑

자기 병세가 위독해져 이들을 대신하여 유기명장이 많이 있는 안성에서 

장인을 차출하여 도감 부역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이

름이 언급되는 유기장은 김태강(金泰康)과 김간91)노미(金 老味)이다. 이문

질(移文秩)에 의하면 1744년 11월 24일 경기감영에 비슷한 내용으로 “유

기기명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므로 이들을 지체하지 말고, 밤을 세워서 보

내라”는 명92)이 전달된다. 그 뒤 안성군에서 올린 장계93)에 의하면 이들

은 한양으로 보내져 도감에 소속되어 유기제조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

러나 삼방의궤의 공장질에는 어영청(御營廳) 소속의 하천택(河千澤)을 필

두로 악공 김성기(樂工 金聖起), 하중택(河中澤), 사장 박이복(私匠 朴二
福)·김김석이(金金石伊), 금영(禁營) 소속 박말선94)(朴唜善), 김차만(金次
萬), 한석량(韓碩良) 등 유장이 모두 7명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안성유기

장들의 이름은 없다. 김간노미의 이름 ‘老味’는 현대어 ‘놈’의 연철

표기로 노비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된다(최연화 2010: 46 참조). 그리고 

‘노미’는 다른 의궤에도 장인들의 이름으로 빈번히 등장한다. 이들은 

노비 신분의 장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김간노미는 당시 사장으로서 활

동하다 부역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름을 몰랐던 김간노

미가 이름을 알게 되어 ‘김김석이’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근

거가 없어 어디까지나 추측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이 의궤 ‘논상

(論賞)’조항에 의하면 유장들은 하천택 등 3명이 1등, 김차만 등 3명이 2

등, 박말선 등 2명이 3등으로 분류되어 상을 받았다. 이 조항에는 유기장

90) 이는 바로 아래에 또  ‘飯搕鑄成之役’ 이라 하여 ‘반갑’이라는 표현이 있고, 의궤에 같
은 뜻의 다른 한자표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기명 중 ‘반합 飯盒’의 다
른 표현으로 추정된다.

91) 이름에 사용된 ‘ ’의 의미는 현재까지 연구결과로 정확한 제시가 어려우며, 이의 음가
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자문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92) 「…鍮器善手匠人多在安城郡是如爲去乎其中金泰康金 老味等兩人令本官定色吏領付都監
爲乎矣鍮器之役一時爲急罔夜起送俾無遲延之弊事安城郡良中別爲申飭知委施行向事」(「三
房儀軌」 “移文秩”)

93) 「一安城郡守爲起送事今此本都監進排鍮器皿造作時本郡鍮匠金泰江金 老味等身乙依關文
定色吏知委起送事」(「三房儀軌」 “稟目秩” 참조)

94) 이는 한글이름 ‘끝선’을 한자식으로 ‘唜善’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최연화 
2010: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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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장인질 보다 2명이 늘었다. 이들 유기장에 안성출신 장인들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삼방에 소속되어 기명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 품목명단에는 유기

류의 경우 각각 재질이나 제작 기법 상 특징을 앞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용용도별 물품명․수량을 뒤에 기재하였으며, 기명의 크기나 중량을 알 

수 있게 하는 재료의 양을 마지막에 병기하였다. 기명 중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유주동기명(鍮鑄銅器皿)은 재질별로 각각 유철(鍮鐵)과 주철(鑄鐵)‧
동철(銅鐵)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을 제작하는 데 유철이 200근 15냥, 주철

이 525근 9냥 7전 사용되었다.95) 구체적으로 보면 세자궁진배 기명 중 유

쟁반(鍮錚盤) 등 유철로 제작한 유기기명이 16종, 주철로 만든 주물유기가 

10종이며, 빈궁진배 기명은 공조진배 기명까지 합하여 모두 유철 제작 유

기가 20종, 주철 제작 유기가 15종이다.96) 이 중 주철제작품은 소로장(小
爐匠)‧권로장(權爐匠)‧동해장(東海匠) 등이 만들었을 것이므로, 이들 유장들

은 유철 제품인 유반합(鍮鈑榼) 등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장들은 이것들을 제작하는 대가로 부역에 참여하는 동안 매달 쌀(米) 

9두(斗)와 목(木) 1필(疋)을 받았다. 이는 서리(書吏)와 동급으로 대우받은 

것이며, 서원(書員) 등 다른 부역자들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요포(料布)를 

받은 것이다. 아울러 도감원역 소속의 장인들은 매달 점심으로 쌀 3두를 

더 받았지만,97) 이들은 도감원역이 아니었으므로 점심 값은 받지 못하였

95) 「一本房所掌各樣鍮鑄銅器皿等物造成所入鍮鐵二百斤十五兩鑄鐵五百二十五斤九兩七戔銅
鐵四十四斤是去乎」(「三房儀軌」 “稟目秩” 참조)

96) 「世子宮器皿進排 … 鍮法音鐥蓋具一重斤十三兩墨削啓下不爲造作 鍮圓鐥蓋具一重六斤
十五兩 鍮錚盤六合重二十九斤八兩 鍮耳鐥一重二斤八兩 鍮耳只壹重十五兩八戔 鍮召兒二
合重十三兩 鍮平者二合重一斤五戔 鍮和者一重一斤五戔 鍮涼盆三合重十五斤八兩 鍮小蓋
兒十合重八斤十兩 鍮大蓋兒四合重六斤十二兩 鍮中蓋兒三合重五斤八兩 鍮榼蓋具二合重
十六斤 鍮飯榼蓋具一重十三斤四兩 鍮飯柷一重一斤六兩五戔 鑄燭臺一重五斤十五兩 鑄剪
燭器一重三斤五兩 鍮剪子一重九兩 鑄中所羅一重十九斤 鑄東海蓋具六合重一百四十斤 鑄
丹甁蓋具一重四十六斤 鑄涼甁蓋鎖具一重四斤二兩 鑄柄招兒一重四斤十五兩 鑄大沙用蓋
具一重二十三斤八兩 鑄中沙用蓋具二合重三十斤 鑄小沙用蓋具四合重二十九斤 … 」(「三
房儀軌」 “稟目秩” )

97) 「無料書吏每人每朔米九斗木一疋 畵員及奉貼軍每名每朔米六斗木一疋 工匠每名每朔米九
斗木一疋 募助役募軍引鉅軍每名每朔米三斗木三疋 肉助役每名每朔米三斗木二疋 針線婢
每名每朔米六斗木一疋 加出書員每人每朔米六斗木一疋 假使令每名每朔木三疋 都監員役
等每人每朔點心米三斗式上下 而都廳員役哛每人每朔米六斗式上下」 (「三房儀軌」 ‘米布上
下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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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98) 이 의궤의 “유기장선수다재안성군(鍮器匠善手多在安城郡)”이

라는 문구를 통해 볼 때 18세기 중엽에는 안성유기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자

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각종 의궤의 이문(移文)에는 유장으로 명장

이 있는 지역은 안성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안성맞춤유기의 세 

가지 특징인 튼튼하고, 정교하며, 다량으로 생산된다는 점이 모두 갖추어 졌

으리라 보인다. 또 17세기 초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안성에서 맞춘다’는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이 때쯤이면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론

된다. 

 다음으로 안성유장에 대해 기록된 의궤는 1830년 『효명세자예장도감의

궤(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이다. 여기서는 이문(移文)에 제기주성은 명장

(善手匠人)이 하여야 하는데, 명장인 유장 이득이(李得伊)가 안성에 거주하

고 있으므로 그를 즉시 한양으로 올려 보내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득이의 실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99) 이 의궤의 “공장질”에 의

하면 유장은 이득이를 비롯하여 문수욱(文壽煜), 이인묵(李麟默) 김명석(金
明錫), 문수영(文壽榮), 소일득(蘇一得), 김한녹(金漢祿), 김도길(金道吉), 장

복흥(張福興), 소상손(蘇相孫), 이재문(李在文), 문흥길(文興吉) 등이다. 모

든 공장들은 매달 쌀 9두와 목 1필을 받았기에100) 이들의 임금도 이와 같

았을 것이다. 또 총 12명 중 ‘상전(賞典)’에 의하면 상을 받은 유장은 

문수욱이 1등,  2등에는 유장은 없고, 이인묵 등 4명이 3등으로 총 5명이 

상을 받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득이의 상에 대해서는 자세하

지 않다. 

 이득이는 이에 앞서 1821년(순조21)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孝懿王后國
葬都監儀軌)』에도 “공장질(工匠秩)”에 유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유장 문경손(文慶孫), 김의환(金義煥), 이경회(李景會), 강주신(姜周新), 한

만손(韓萬孫), 정팔득(丁八得), 정득일(鄭得一), 한정득(韓正得), 김재근(金在

98) 1744, 사도세자『嘉禮都監儀軌』「三房儀軌」 "移文秩"
99) 「移文 … 庚寅五月日京畿監營了 爲相考事今此葬禮敎是時魂宮墓所所用祭器皿鑄成萬分

時焉有善手匠人然後可以及期鑄成而鍮匠李得伊居在安城地是如乙仍于玆以移文本郡良中星
火知委罔夜上送向事 …」

100) 「諸色工匠每名每朔米九斗木一疋 未滿一朔則計日上下」(“財用” ‘料布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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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 신명욱(申命郁), 조대손(趙大孫) 등과 함께 부역을 하였다. 이득이는 

효의왕후 국장 시 도감의 원역으로 참여하였다 역을 쉬면서 원거주지인 

안성으로 내려가 사장(私匠)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9년 후

인 1830년 효명세자예장도감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효의왕후국장

도감의궤』「재용(財用)」‘요포식(料布式)’에 의하면 모든 장인은 한 달

에 쌀 9두와 목 1필을 받았다. 유장 이득이도 당시 이와 같이 요포를 받

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전’ 조항에 의하면 유장 문경손이 일등을 하였

고, 김의환 등 4명이 3등을 하였으나 이득이의 상의 내용은 명확히 기재

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요포 외 이득이가 추가

로 받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

 1857년『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권지삼(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三)』에

는 안성의 유장들이 대거 등장한다. 경기감영으로 보냈던 이문(移文)에는 

혼전 산릉에 사용할 제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데, 명장(善手匠人)이 있어

야 하니 안성유장 중 이경실(李景實), 정인수(鄭仁守), 이억철(李億哲), 이

노성(李魯成), 최무돌(崔武乭), 이종록(李宗祿), 배한갑(裵漢甲), 김판손(金判
孫), 엄득천(嚴得天), 강사홍(姜士弘), 이대길(李大吉), 전석대(全錫大)와 소

로장(小爐匠) 임진연(林鎭鍊), 김관용(金觀龍)을 연장을 준비하여 급히 보

내라 하였다.101) 무려 유장 12명과 소로장 2명 총 14명의 장인을 갑자기 

부역으로 불려 올린 것이다. 그러나 공장 명단에는 안성 유장과 소로장들

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102) 아울러 ‘상전’ 조항에도 안성 장인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공장명단에 누락된 장인들은 여러 의궤들에서 자주 보

이는 일로 이들은 부역을 했으나 명단에 누락되었거나 각종 핑계로 부역

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두 부역을 피하

지는 못했을 터라 전자의 편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부역에 참여한 안성 공장들은 다른 공장들과 동일하게 매달 쌀 9두 목 1

101) 「同日京畿監營了 爲相考事今此國葬敎是時魂殿山陵所用祭器皿鑄成之役萬分時急而有善
手匠人然後可以及期鑄成是如乎安城鍮匠中李景實鄭仁守李億哲李魯成崔武乭李宗祿裵漢甲
金判孫嚴得天姜士弘李大吉全錫大小爐匠林鎭鍊金觀龍具鍊粧罔夜上送之意移文本郡爲有
矣」(“移文”)

102) 「小爐匠趙鳳學黃錫仁高允成韓點同河錫昌張興哲李春成李萬卜鍮匠文秀永文秀旭金仁順
李順福文秀岳金順石梁日龍崔所回金順吉」(“工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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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을 요포로 받았고, 한 달 미만 일에 대해서는 이를 일수로 계산하여 지

급 받았다. 또 이들은 이전에 국가부역에 참여했던 안성유장들과는 달리 

외방장인(外方匠人)에게 지급되는 회환양미(回還糧米)로 매일 2승(升)씩을 

더 받았다. 외방장인의 회환양미는 1718년 ‘단의빈예장’103), 1730년 

‘선의왕후국장’104), 1757년 ‘인원왕후국장’105) 등 이전에도 제공되었

던 것이나 죽망장(竹網匠), 석수 등 일부 장인에게만 지급되던 것인데, 

1821년(순조21년) 효의왕후국장 등 19세기 이후에는 모든 외방장인에게 

적용하게 되었다.106)

 다음으로 1865년 『철종국장도감의궤권지삼(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卷之
三)』「삼방의궤(三房儀軌)」에 안성유장들이 등장한다. 이 부역에 동원된 

안성유장으로는 이노성(李魯性), 이억철(李億哲), 김계근(金啓斤), 엄득천(嚴
得天), 강사홍(姜士弘), 김종록(金宗祿) 등이다. 의궤의 내용에 따르면 혼전

(魂殿)과 산릉(山陵) 제기 주성은 시급한 사안으로 명장(善手匠人)이라야 

기한을 맞춰 제작할 수 있는 것이기에 위에 언급된 안성의 유장들을 연장

을 갖추어서 급히 보내라는 문서가 안성군에 전달된다. 또 이들 중 출타

한 장인이 있으면 각별히 잘하는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는 이야기를 덧붙

인다.107) 이는 장인 중에 이름이 언급되었어도 다른 핑계로 부역을 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의궤 「삼방의궤(三房儀軌)」 ‘내관(來
關)’에 의하면 안성유장들을 보냈다는 내용의 문건을 안성군수가 도감에 

보내고, 별도의 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108)으로 보아 이들 안성유장들은 

103) 「一外方竹網匠及石手等回還糧米每日各各二升式計程道上下事」 
104) 「一外方竹網匠及石手等回還糧米每日各二升式計程途上下事」(1730, 『宣懿王后國葬都監儀

軌』 ‘上下式’)
105) 「外方竹網匠及石手等回還糧米每日各二升式」(1757,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上』 “甘結

秩”)
106) 「外方匠人回還糧米每日各米二升」(1821,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財用” ‘料布式’) 
   「諸色工匠每名每朔米九斗木一疋未滿計朔則計日 肉助役每名每朔米五斗木二疋畵員奉貼軍

同 募軍大小引鉅軍岐鉅軍編結軍每名每朔米五斗木三疋 … 外方匠人回還糧米每日各二升」
(1857,『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一』“財用” ‘料布式’)

107) 「移文 … 同日京畿監營了 爲相考事今此國葬敎是時魂殿山陵所用祭器皿鑄成之役萬分時
急而有善手匠人然後可以及期鑄成是如乎安城鍮匠李魯性李億哲金啓斤嚴得天姜士弘金宗祿
具鍊粧罔夜上送之意移文本郡爲有矣其中如有出他之人是去等依此充數以善手各別擇送事知
委宜當向事」(「三房儀軌」 “移文”)

108) 「甲子三月日 安城郡守爲牒報事節到付本都監關據巡營甘結乙用良本郡鍮匠定將校上送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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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역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중 이억철(李億哲), 이노성(李魯成), 엄득천(嚴得天), 강사홍

(姜士弘)은 1857년 순원왕후국장도감에도 명단이 있었다.(『순원왕후국장

도감의궤권지삼』“이문”) 1857년 도감에 참여했던 유장들은 사장으로 

활동하다 7년여 만에 다시 부역에 불려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857년 순

원왕후국장도감에 참여했던 안성의 유장 중 이경실과 최무돌은 서원(西
原, 지금의 청주)유장으로 이문(移文)에 등장한다. 이들은 1857년 이후 청

주로 가서 유장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청주 유장 중 이화실(李
花實)은 돌림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경실과는 형제관계에 있

어 이들이 함께 부역에 불려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109)

 그러나 이 의궤의 “공장(工匠)”에는 도감참여유장으로 안성출신 유장

들과 안성출신 청주 거주 유장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110) 또「삼방

의궤」‘상전’에도 이들은 언급되지 않는다. “요포식”에 의하면 제색

공장들은 매달 쌀 9두와 목 1필씩을 받았고, 한 달 미만 일에 대해서는 

이를 일수로 계산해 지급받아 1857년경과 비슷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

인다.111) 이 도감에 참여했던 안성유기장들도 이와 같이 요포를 받았을 

것이며, 상의 수가 공장으로 기재된 인원과 맞는 걸로 보아 안성 유기장

들은 별도의 상은 받지 못한 듯하다. 

 조선후기 의궤 기록을 통해 볼 때 17세기 초부터 안성은 유기장 ‘선수

장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18세기 초부터는 유기 

‘선수장인’이 많은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지목되었고, 이후 의궤에 유기

장 ‘선수장인’이 있는 지역은 안성으로 집중되며 안성 유기장들은 지속

적으로 국가의례에 동원되었다. 안성에 ‘선수장인’이 많다는 문구가 있

는 것은 이 시기 안성유장들의 솜씨가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18세기경에는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대중적

卧乎事題辭內到付」 
109) 「爲相考事今此國葬敎是時魂殿山陵所用祭器皿鑄成之役萬分時急而有善手匠人然後可以

及期鑄成是如乎西原鍮匠李景實李花實崔武乭崔一成 具鍊粧罔夜上送之意移文本縣爲有矣
其中如有是去等依此充數以善手各別擇送事知委宜當向事」(「三房儀軌」 “移文”)

110) 「… 鍮匠文秀永金文吉文秀岳 …」(「三房儀軌」 “工匠”)
111) 「… 諸色工匠每名每朔米九斗木一疋未滿一朔則計日」(“財用” ‘料布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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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안성유기 관계자들이 기

억하듯이 19세기에는 안성유기를 나타내는 말에서 일반명사화까지 진행되

었다.(김영호 1965: 158~159; 『동아일보』1926.07.02. 기사) 이렇게 안성유

기는 조선후기 다른 지역 유기가 갖지 못할 정도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안성의 유기 명장들은 사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국가의 부역이 있을 때에는 사장 신분으로 참여해 요포를 받았다. 

명 칭 형  태 크 기(㎝) 특 징112)

주발

주발 

9.1*11.8*42.5

뚜껑 
3.7×12.7

- 옥식기, 

  남쪽지방에서는

  오목식기’라고도     

  한다.

- 둥근 실굽이 있는     

  형태로 바닥에        

  명문이 있었지만      

  마모되어 알아 볼     

  수 없다.

주발

주발

8.7*10.8*40.5

뚜껑 4.2*11.3

- 옥바리, 각이 선 실굽  

  이 있고 입구 둘레가  

  볼록하게 “도들상사”  

  형태로 되어 있다.

[표 2-9]  안성 K문중 사용 조선후기(일제 강점기까지 생산) 유기상품

112) 안성맞춤박물관 소장 유기이다. 유기명칭 및 변천사에 대한 설명은 유기장 고(故) K씨 
제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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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식민지 근대화과정 장인의 상품가치 유지전략

 1900년대 들어 안성유기장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조류

는 서구 산업혁명 이후 등장하게 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

전, 이에 따른 조선의 일제 식민지화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정부의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근대화의 이름으로 새로운 문물이 속속 창출되었고, 

조선의 문화는 시간의 저편으로 물러나 주어야 할 전근대적 산물이 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전통지속노력에 전력을 

다하였고, 유기장들에게는 안성유기의 상품가치를 지속하는 문제가 새로

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1. 경부선 철도부설과 안성지역 상품유통구조의 변화

 안성유기가 발달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동서와 남북으로 발달된 안성의 

교통로와 이를 바탕으로 전국 물산이 안성장으로 집산됨에 따라 장이 발

달하였고, 이 장이 유기 생산을 위한 원료공급과 전국적인 판매시장이 되

어 주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안성의 노인들은 한결같이 일제 

식민지시기가 되면서부터 안성유기가 몰락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와 함

께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경부선 철도노선이 안성을 비켜 평택을 지

나가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金泳鎬 1965: 162~163) 이와 같은 시각은 

지금도 안성의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점이다. 철도는 육로

와 수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선의 교통체계를 대신할 근대적 교

통수단으로 등장하며,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물산집

산지와 도시를 형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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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물산집산지 평택역의 탄생과 안성장의 위상 변화

 1893년 일본 “재경성영사관 在京城領事館”이 작성한「경기도급충청도지

방상황병이농황시찰보고 京畿道及忠淸道地方商況幷二農況視察報告」(外務省通商
局 明治26년(1893): 3~15)에는 경기 및 충청지방의 상업권을 제1권역 한강상

류 지역, 제2권역을 금강 지역, 제3권역을 충남서해안 지역, 제4권역을 경

기내륙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권    역  권 역 별  주 요 지 역  
제1권역 한강상류 지역 이천, 여주, 장호원, 목계, 내창, 대소원
제2권역 금강 지역 논산, 강경, 황산
제3권역 충남서해안 지역 예산, 신창, 아산, 평택, 남쪽의 덕산, 흥주, 결성
제4권역 경기내륙 지역 안성, 수원 등 경기남부 내륙지방

[표 3-1] 개항기 경기․충청지방의 상업 권역

 이 보고는 제4권역인 안성‧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내륙지역을 제외하고 

권역을 모두 강운(江運)과 해운(海運) 교통을 기반으로 분류하고 있어 당

시 일본이 조선의 상품유통구조를 수운(水運)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外務省通商局 明治26년(1893): 3~15; 朝鮮總督府鐵道局 昭和12년(1937) 제1권: 

596~597). 아울러 동 보고는 발달되었던 안성은 점차 쇠퇴할 것으로 분석했

다(外務省通商局 明治26년(1893): 15~16; 허영란 1997 : 2~3). 이러한 일본의 분석은 

향후 경부철도 노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1898년 일본은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경부철도계약(京釜鐵道契
約)」(국사편찬위원회 1986)을 체결하고 철도건설을 추진하였다. “철도의 

노선은 그것의 독점성과 고정성 때문에 부설 주체의 의도에 따라 철도연

선의 사회․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력을 크게 재편성하게 된

다.”(정재정 1999: 50~51) 일본은 “전 조선에서 인구가 조밀하고 물자가 

풍부한 삼남지방(전라, 경상, 충청)을 철도가 종으로 관통하게 하여 교통

운수의 편리를 개시하고, 조선의 문명계발(文明啓發)과 물산증식(物産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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殖), 양 민족의 복지를 증진시킨다”(朝鮮總督府鐵道局 昭和4/1929: 35~37)는 일

방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게 노선을 선정하고자 대규모 현장답

사를 5회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1892년 일본의 군․관․민이 참가하여 실시하였고, 2차 답사는 

청일전쟁기간이었던 1894년 이루어졌다.(外務省 1990: 625~660; 朝鮮總督府鐵
道局 昭和4/1929: 93~95) 1차와 2차 답사에 의해 결정된 노선은 한양에서 부

산에 이르는 영남대로(동래대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과 죽

산 사이에 직곡(直谷), 김령역(金岺驛), 양지(陽智), 백암장(白岩場)을 거치

게 되어 있어 이들 철로 연선에서 안성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로가 여럿 

있고, 이 철로연선은 김령장, 주천장, 백암장 등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장

들을 통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손꼽히던 물산집산지 안성장은 

기존 가도(街道)와 장시망을 통해 철도와 연결되어 예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죽산 등 주변장과의 위상변화나 예전과 같은 전

국적 물산집산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진행된 것처럼 

이전 성시의 모습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899년 3월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주도하에 실시된 3차 답사에서는 

철도 노선이 서울~노량진~영등포~수원~진위~둔포~전의~공주~논산~은진 ~

진산~금산~영동~금산~대구~현풍~창녕~영산~밀양~삼랑진~구포~부산진 구간

으로 결정되었다(朝鮮總督府鐵道局 昭和4/1929: 101~104). 이는 서울에서 은진

까지의 구간은 기존에 한양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는 길인 해남로를 택하

고, 이후 구간은 경상도 쪽으로 갈라져 나와 부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다. 이 노선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는 토지가 비옥하

고 인구가 조밀한 충청․전라도 지역을 통과하여 철도수익을 높이고자 함

이다(朝鮮總督府鐵道局 昭和4/1929: 101~104). 다른 하나는 조선 정부가 1898년

부터 추진하고 있던 경성~목포 간 관영철도 건설을 막고, 열강의 조선 내 

철도부설권 획득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 전라도를 아우를 수 

있는 노선선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정재정 1999: 54 ~ 58).

 이에 따라 기존 동래대로 상에 놓여 있던 서울~충청도 구간은 열차노선

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아울러 진위 갈원역에서 양성 가천역과 소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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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성환, 천안으로 이어지던 이전 전라도로 가는 해남로 상의 직로

(直路)와는 달리 경부철도 노선은 서쪽 바닷가로 더 치우쳐 진위에서 평

택, 성환을 거쳐 천안으로 연결되었다(外務省通商局 明治26년/1893년: 15~16). 

이는 일본이 당시 조선의 교통체계를 철도를 중심으로 확립하고 이를 개

항장 등 해운(海運)과 연결하여 일본과 물자를 수입‧수출하며, 조선 내부

에서는 강운(江運)으로 육로 교통인 철도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자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朝鮮總督府鐵道局 昭和12/1937: 596~597).

 충남서해안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상업지는 둔포로 평택에서 생산

되는 곡물의 반 이상을 취급할 뿐 만 아니라 남양만(현 경기도 화성지역)

에서 산출되는 식염(食鹽)‧어류(魚類)‧해조류(海藻類)를 안성․죽산 등 내륙 

경기도 지역 및 아산․평택 등 인근지역과 직산․천안․진천․청주에 이르는 충

청도 내륙지역까지 공급하는 물산유통의 요지였다(外務省通商局 1893: 

12~14). 그러나 평택은 자체 산물도 없고, 소비지도 아니었기에 그 자체로 

굴지의 상업지가 아니었다(度支部 1909: 56~63). 다만 아산만 일대의 노포(老
浦)나 신성포(新成浦)의 산물인 어물‧소금‧미역 등을 안성시로를 통해 안성

장으로 전하고(1872년 『평택현지도』; 『대동여지도』), 지리적으로 안성과 둔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둔포 등 서해안 주요 상업지와 안성장을 연결

해 주는 중계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度支部 1909: 58). 이렇게 충

청도 굴지의 포구인 둔포와 안성 등 내륙지역 상권을 이어주는 평택이 철

도노선에 선정된 것이다.

 이후 1900년 4차 답사, 1903년 5차 답사가 이루어졌지만 3차 답사에서 

취해진 진위~평택~성환~천안으로 연결되는 노선에는 변함이 없이 오늘날 

경부철도 노선이 결정되었다(朝鮮總督府鐵道局 編, 昭和4/1929). 이러한 노

선 설정은 교통로와 장시망을 통해 운영되었던 조선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던 조선인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침탈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진위~양성~안성으로 이어지던 옛 물산유통

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안성은 새로운 교통로 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전국적인 물산집산지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경부철도가 개통되고 몇 년 후였던 1909년까지도 평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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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직 구 교통로 및 경제체계와 상당히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다. 반면

에 안성장은 1909년 구래의 발달된 교통로를 통해 여전히 인근지역 굴지

의 시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당시 안성 일대의 산물은 1차로 안성시장

에 집산되어 다시 성환․평택․오산으로 이출되었다. 오산과 성환 역시 경부

선 철도역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안성장에 집산된 물화는 평택 뿐 아니라 

오산역이나 성환역을 통해서도 이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평

택역은 주변 굴지의 시장이었던 안성장에 집산되는 물화와 둔포장에서 거

래되는 물화를 얼마나 당지를 경유하도록 하는가 하는 점에서 주변 철도

역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度支部 1909: 56~59).
일제의 식민지가 된 1910년 안성장에는 안성․죽산․진천 및 인근지역에

서 생산되는 곡류가 집산되어 벼가 13,500섬, 대두 5,000섬, 잡곡 1,200섬

에 달했다. 이 곡류는 우마를 이용하여 평택역으로 운송한 후 평택역을 

통하여 경성ㆍ인천ㆍ일본 등으로 반출되었다(朝鮮總督府鐵道局 1912: 86~87).

반 출 지 품 목 수 량(단위 톤)

경 성
쌀(米) 7,599
벼(籾) 230

대두(大豆) 29

인 천
쌀(米) 1,239
벼(籾) 121

대두(大豆) 578

內地(일본) 쌀(米) 73
대두(大豆) 26

[표 3-2] 평택역 경유 안성지역 집산 미곡 반출 현황

또 외지의 산물 역시 경성, 부산, 인천, 초량(草梁)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사카, 나카쓰(中津), 구루메(久留米), 시모노세키(下關) 등에서 평택역을 

통해 반입되어 안성을 거쳐 죽산․진천 등지에서 소비되었다(朝鮮總督府鐵道
局 1912: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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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입 지 품 목 수 량(단위 톤)
경 성 연초(煙草) 32

부산․인천 염간어(鹽干魚) 200

인 천

새끼줄(繩)․가마니(叺) 101
석유 123

성냥(燐寸) 28
마포(麻布) 10

초 량 해초(海草) 43
선어(鮮魚) 55

오사카‧나카쓰 옥양목(金巾) 105
구 루 메 면사(綿絲) 18
시모노세키 도기(陶器) 40

[표 3-3] 평택역 경유 안성지역 원거리 무역품 이입 현황

   
이 기록에 따르면 1910년경 원거리에서 안성장으로 집산되는 물산의 이

출이나 원거리 물산의 이입은 모두 평택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렇게 평택역은 점차 경기남부지역 및 충남서해안 일대 물산유통의 중심지

가 되어 가고 있었다.

 철도를 중심으로 물산유통구조를 개편하고 그 역 주변으로 일본인들을 

정착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경제를 재편하고자 했던 일본 제국주의

의 구도 하에 평택역이 생겼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과거 교통의 편

의에 크게 의존하여 형성되었던 안성장을 중심으로 한 안성경제의 쇠퇴는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성장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서서히 백암․죽산․장호원․진천․광혜원․입장 등 소규모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갔으며, 그 지위의 유지마저도 쉽지 않았다. 아울

러 안성시로(安城市路)의 시발점에 형성되었던 소사장(素沙場)은 1911년경 

폐지되었고, 1913년경 평택역 서쪽으로 새롭게 평택장이 등장했다(허영란 

1997: 173~174).     

 1950년 5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1개월여 전 안성의 전반적인 실태를 기

록한 『안성대관 安城大觀』에는 경부철도부설 이전의 번화했던 안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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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그 이후 쇠퇴해 가는 안성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安城邑은 녯날은 安城장으로 全國에 이름을 날리든 곳으로 現在는 農商
共竝進의 小都市이니 ...... 이와 갓이 오랜 녯날부터 商工業이 發達된 安城
市場에는 四五十年前만해도 말바리소바리로 三南物産이 集中되여 各種客主
가 櫛比하게 들어 찻고 客主도 現代式大商業都市보다 一層發達되여 果物이
면 梨都家 柿都家 栗都家 其他로分하고 布帛이면 麻布都家 棉布都家 明紬
都家 其他로 分하여 各自專門的 客主가 생기여 商業의 規模가 크게되매 三
南物産뿐아니라 關西 關北등 八道物貨가 이곳에 모였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다른 需要地로 허트지게되엇던것이다 工産品으로 가장 世上에 聲價를 올리
고 歡迎받어오는 것은 安城마침鍮器요 그다음은 安城白紙가 有名하여 販路
가 넓은 同時에 各種書籍을 安城邑隣接面인 寶蓋面其佐里에서 木刻板으로
써 印刷해왓든것이다 煙竹(담배대) 乾油鞋 笠子 等도 또한 名産이었든것이
다. 이와 같이 興旺하든 安城의 商工業은 京釜鐵道開通後로 各地物貨가 直
接汽車로 輸送되기때문에 말바리소바리가 자최를 감추고 따라서 市場이 漸
次衰退의 길을 발게되였든 것이다 安城의 工業도 外來品에 壓頭되여 産額
이 갈스록 줄어들게 되었다.”

(金台榮 1950: 6~7)

 이렇게 평택역이 건설되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했던 상업도시로서 안

성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안성장은 이제 평택역을 매개로 안성인근 지

역민에게 일상생활용품이나 공급하는 시골장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더불

어 안성의 수공업도 쇠퇴일로를 걷게 된다.

2) 안성장을 지키기 위한 안성사람들의 고투(苦鬪)

 3.1운동 이후 일제의 침탈에 대한 의식이 고조된 안성사람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안성경제의 쇠퇴상을 수동적으로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

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으로 안성장을 되살리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

기 시작한다(김태영 1950: 8~9). 1940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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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고(自古)로 상업(商業)의 중심(中心) 안성(安城) 팔도물화(八道物貨)

의 집산지(集散地) 교통기관의 발달로 다시 비약 과거이십년간(過去二十年
間)의 발전현저(發展顯著)”라는 표제를 걸고 1919년 이래 20여 년간 안성

사람들이 안성경제발전을 위해 해왔던 노력에 대해 기술하였다. 표제에서 

보이듯이 안성 상업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통기관의 발달이었다. 경부선 철도 개설 이후 새로운 교통체계에서 소

외되어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한 경험 속에서 안성시장 상공계는 경남철

도의 속성 개통 및 이에 발맞추어 안성장에서 인근지역에 이르는 도로확

장․개수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시설을 개선하고자 시구개정

(市區改正)에도 힘을 쏟았다(『동아일보』 1940.06.25. 기사).  

가. 교통체계의 개편 

: 경남철도(朝鮮京南鐵道) 부설과 외지 연결 도로 건설

 1910년 조선의 공식적인 식민지화를 성취한 일제는 러일전쟁 후 실시된 

일본 본토 내의 철도국유화정책에 발맞춰 경부철도와 경인철도를 국유화

하고, 아울러 기존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지선설립과 경의선(京義線) 등 

군용철도 건설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1914년 호남선이 국유철도로 부

설되어 영업을 개시하는 등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간선철도 지선 건설에 

앞장서는(정재정 1999: 106~110; 139~147) 한편 그 조속한 부설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설철도회사의 설립을 장려하였다(『동아일보』

1921.12.31. 기사.).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조선에서의 철도 운수 및 창고

업, 철도 연선(沿線)․기타의 부원(富源) 개발 및 척식(拓植)상 필요한 사업

과 이에 부대하는 업무”(1925년판 『조선은행회사요록 朝鮮銀行會社要
錄』)를 목적으로 경남철도회사가 설립되었다. 

 경남철도주식회사는 1920년 2월 자본금 천만 원으로 충청남도 천안군 천

안면 읍내리 329에 본점을 설립하고, 천안을 중심으로 동북방으로 안성~

장호원~여주를 거쳐 한강상류를 횡단하여 강원도 원주~강릉에 닿고,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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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는 온양온천~예산~홍성~광천~보령~서천~군산까지 철도 건립을 추진

하였다. 이 선은 궁극적으로는 호남선 익산역에서 군산항까지 이어지던 

군산선에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서해안을 발착지로 하는 동서횡단선

으로(『동아일보』1922.08.24. 기사), 안성 동쪽으로 강원도까지는 예전 안

성의 동서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업이 충남 서천군에서 안성간 궤도 폭원 4척 8촌 

반인 증기 경편철도를 부설하는 것이었다(1921년판『朝鮮銀行會社要錄』). 

경남철도 계획이 알려지고 어느 지역 선로를 먼저 부설할 지 미정인 상태

에서 각 지역 상황에 따라 그 선후가 가려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

자 1921년 2월 안성에서는 안성유지(安城有志)들이 모여 “경남철도안성

선속성동맹회(京南鐵道安城線速成同盟會)”113)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간

다. 이의 성과로 그 해 5월 8일 경남철도 사장 이하 직원 7명과 천안유지 

10여명이 안성을 방문하여 물산집산 상황과 기타 여건을 살펴보았고, 안

성공립보통학교에서 안성유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환영회를 개

최하였다. 그 후 동맹회 간부 6명이 장호원과 여주의 상황을 보기 위해 

이 시찰단에 합류하였다(『동아일보』 1921.05.12. 기사). 그러나 이러한 노

력은 조기에 성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1923년 5월 5일 동맹회는 안성선 연변유지(沿邊有志) 다수를 포함하여 동

맹대회를 개최하고 진정위원을 선정하여 경기도와 조선총독부에 안성선 속

성을 진정하게 하고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된다. 이후 이 결과를 가지고 경남

철도주식회사와 교섭하여 안성선 속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다. 이를 계기

로 경남철도회사는 안성유지들에게 철도용지 기부를 요구했으며, 그 성사

를 위해 안성유지들은 토지소유주들과 교섭을 진행하였다(『동아일보』

1923.05.19. 기사). 이에 힘입어 1924년 경남철도 부설 계획에는 천안 ~ 안

성 간 16리의 선로가 채택되었고, 철도부로부터 당해 영업개시 예정철도 

허가를 받았다(『동아일보』 1924년 2월 6일자 기사). 이렇게 하여 1924년 

12월 11일 천안에서 기공식을 거행하고(『동아일보』 1924. 11.23 기사) 다

음해인 1925년 우여곡절 끝에 천안 ~ 안성 간 철도 17리 8푼이 개통되었다.

113) 이하 “동맹회”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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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25년 안성역 기차 발착 광경(출처: 김태영 1925)

 당시 안성사람들 사이에서는 경남철도가 개통되면 안성에서 천안까지 고

속의 최신 교통수단이 놓이게 되고, 이는 또 기존의 안성시로를 따라 동

쪽으로 여주까지 연결이 되도록 노선설계가 되어 있어 이를 계기로 죽산 

등 동부권 주변지역에서 안성역으로 집산되는 물산은 안성시장에 우선 집

산된 후 철도를 이용해 원거리로 수송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성에 철도가 놓이고 안성역이 생긴 것을 계기로 평택역의 탄생

에 따라 안성이 받았던 타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평택역 

주변이 누렸던 호황을 안성시장이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안성선이 개통되기 얼마 전인 1925년 중

반 경부터 안성역 주변으로 신시가지(新市街地)가 생기고, 이에 따라 구시

가(舊市街)의 상권(商權)이 신시가지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안성상공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게 된다(『동아일보』 1926.02.25. 기사). 일본의 조선 

내 철도부설 목적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철도역 주변으로 일본인들

을 정착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상업권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고, 사철인 

경남철도주식회사도 그 목적에 이러한 ‘척식(拓植)’을 한 항목으로 갖

고 있었다. 따라서 경남철도 회사는 조선인들의 구시장 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철도(鐵道)가 시가지(市街地)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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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가(市街)가 철도를 따라 가는 것인즉 정거장 부근에 철도촌을 만들

어야 된다.”고 하며, 신시가지 조성을 적극 원조하는 한편 여기에 일본

인 촌락을 만들어 현재 안성시장에서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상업상 중심

세력을 철도촌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아울러 관변에서도 역시 신시가에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자 안성시장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게 된다(『동아일보』 1926.02.25. 기사).   

 이에 따라 안성시장 사람들은 안성시황(安城市況) 개선책을 적극 모색하

던 중에 경남철도가 안성까지 개통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 물

산을 안성시장으로 흡수할 계획을 세우고, 그 방안의 하나로 부근 각 군

에서 안성시장으로 이어지는 벽지도로 수축을 계획한다. 여기에는 안성시

장에서 충북 진천읍내에 이르는 가도(街道)와 진천군 광혜원에 이르는 도

로, 용인 백암장과 용인군 고삼면에 이르는 도로 수축 등이 포함되었다

(『동아일보』 1925.07.04 기사). 1924년 안성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동차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안성~진천간 도로는 2개년 계획으로 총 예산 1만3천

여원을 세워   1925년 7월 지방비 6천원을 받아 수축 중이었다(『동아일

보』 1925.07.04 기사; 1930.10.26. 기사). 그러나 충북도청에서 향후 수년 

내 지방비보조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동아일보』 1926.02.26. 기사; 1930.10.26. 기사).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지 몇 년이 지난 1929년에도 안성유지들은 도지사에게 “안성진천간가도

(安城鎭川間街道), 안성용인간가도(安城龍仁間街道), 안성이천간가도(安城
利川間街道) 수축을 건의”하는 한편 “등외도로(等外道路)의 삼등도로(三
等道路)로 승격을 건의” 하는 등 안성시장의 쇠퇴상 만회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했다(『동아일보』 1929.04.26 기사). 

 이러한 안성번영회 유지들의 노력 끝에 안성진천간도로는 1932년 “안성

읍에서 부역 9천명에 대한 환산금 2천7백 원을 내고, 금광면에서 부역 6

천명을 내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동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936

년 가을 경 개통되었다(『동아일보』1932.01.16 기사; 1932.06.23. 기사; 1936.05.1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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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구개정(市區改正)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안성시장 상공계는 1925년 7월 경 신시가지로 상

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시장 시가(市街) 정돈

을 위한 시구개정을 안성선이 개통하기 전에 마치고자  분주히 활동을 시

작했다. 시구개정은 안성시장이 개설된 이래 몇 백 년 동안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구불구불한 시장 길의 가옥․점포․도로를 정돈하고,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장의 협소한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

다. 또 눈이나 비가 올 때 물이 차서 마치 논과 같이 되어 통행에 막심한 

불편이 있는 길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6.03.02 기사). 이러한 시구개정은 안성역을 통해 원거리로 이송되는 모

든 물화와 여객이 안성장을 거쳐서 안성역에 이르도록 할 계획 하에 안성

시장을 중심으로 동쪽 안성시로 입구에서 안성시장에 이르는 도로와 서쪽

으로 안성시장에서 안성역까지 이르는 도로 신설을 중심과제로 하여 진행

되었다(『동아일보』 1926.08.05. 기사).   

 안성역이 생기고 신시가지로 상권이 옮겨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안성시

장의 중심기관인 안성상사주식회사(安城商事株式會社)․호서은행(湖西銀行) 

및 대상인(大商人) 송규형(宋圭衡)․김창배(金昌培)․최병찬(崔秉纘)․이종구(李
鍾九) 등 시장상공계 80여명은 시장소재 자기들 소유 토지 및 가옥에 대

해 시가확장개정에 필요한 부분 약 3만원 상당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무조건 기부할 것이니 시장의 도로를 개정확장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

청하면서 시구개정은 시작되었다(『동아일보』 1925.07.27. 기사).

 이들의 요구에 의해 1925년 7월 토목당국은 시구개정지역에 대한 토지측

량을 진행했다. 1925년 9월 13일 시구개정 및 시장발전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안성시장 상업가들은 안성시구개정기성회(安城市區改正期
成會)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a. 현재 교통이 불편한 동리북우(東里北隅)에 있는 안성군청(安城郡廳)을 
  읍내 중앙인 안성공원 내로 이전할 것을 당국에 진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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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1기 시구개정 노선
  - 안성역에서 어시장(魚市場)을 경유하여 시장본통(市場本通)을 관통하여  
     죽산가도 동대리(東臺里)에 연락(連絡) 함.
  - 안성역으로부터 미시장(米市場)을 관통하여 금융조합(金融組合) 앞에 이름.
c. 제 2기 시구개정 노선도
  - 삼광자동차부(三光自動車部) 동측에서 보통학교 앞까지 이름.
  - 호서은행 안성지점 북측에서 동으로 양만석염점(梁萬錫鹽店) 북측까지 이름. 
  - 동식보수문(東息洑水門)에서 죽산가도(竹山街道)에 이름.
  - 서리교회(西里敎會) 앞 도로에서 보통학교 앞 도로에 이름.
  - 석정리도로(石井里道路)에서 보통학교 앞 도로에 이름.
d. 제1기 시구개정 선내 들어가는 토지건물은 전부 무대(無代)로 기부할 것.  
e. 시구개정에 대하여 소유부동산 상에 하등 손해가 없는 사람은 평균손해액  
  을 표준으로 한 상당의 기부금을 연출(捐出) 할 것.
  (※단 손해액이 적은 사람은 위원의 요구에 대하여 응분의 기부에 응함.) 
f. 위원회가 인정하는 빈곤자에 대하여는 기부금면제 또는 손해액에 상당한  
   구제를 할 것.
g. 자기소유지 전면에 시구개정에 의하여 생긴 공지(空地)는 위원회가 결정
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가 있음.
h. 운동비(運動費)는 위원이 일임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것. 
i. 사무소는 호서은행지점에 둔다.

(『동아일보』 1925.09.19. 기사)

 안성장으로 인근지역의 물산을 집산하기 위한 열망은 우선적으로 1기 시

구개정 노선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동회는 같은 달 15일에 안성진천간 도

로개통을 위해 경기‧충북 양도청과 협의할 일을 결의하는 등114) 시구개정

은 안성장을 살리기 위한 대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안

성에서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수 문제와도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이후 시구개정은 또 하나의 난제인 안성여주간 철도가 안성장 중앙을 관

통하는 문제와도 얽혀 각종 불협화음을 양산하며 진행되었다. 천안~안성

114) 이 도로 개통의 효과를 “진천군산 쌀과 현미 3만석(正租 7만석)을 안성시장에서 흡수” 
할 수 있다는 것을 동 신문기사에서 언급하는 등 시구개정 기성회는 안성장으로 물산을 
집산시킨다는 대의를 가지고 이와 연계된 사업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이는 이러한 사업들의 대의와 추진세력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과도 관련 있었다(『동
아일보』1925.09.19.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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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925년 경 안성시장(미곡시장일부)(출처: 김태영 1925)

간 철도의 개통에 앞서 같은 해인 1925년 9월초 안성선 연장선인 안성~여

주 간 철도는 연장 허가를 받았고, 천안 ~ 안성선이 완공되자 착수를 위

해 측량을 하게 되었다.(『동아일보』 1925.09.17. 기사; 1925.11.06. 기사) 

그러나 그 선로가 원래의 동서로와 같이 안성시장 중앙을 관통하게 됨으

로 안성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첫째, 시장의 교통․위생․미관 상 불가함, 둘째, 인마(人馬)의 통행이 번잡

한 곳에 철도의 ‘답절 踏切’이 많게 되어 위험이 막심한 것, 셋째, 안성

시가 확장 상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25.11.23. 

기사). 이들의 주장은 여주까지 연장선을 기존의 안성시로를 비켜서 연결

하여 시장으로 통하는 길은 교통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사람과 우마 등

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자 함이었다. 이를 통해 안성시장에 물산

이 집산되게 하여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시구개정위원회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에 필요한 토지 및 가옥의 소유

주 90여명과 협의하여 시가 3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무조건 기부할 것

을 승낙 받았다. 그리고 하수구설치비 4천원의 보조를 도청당국에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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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26년 지방비 보조 승낙까지 받아내고 토목당국의 측량․설계를 기다

렸다. 그러나 수원토목관구(水原土木管區)는 도록폭을 5칸으로 할 것을 요

구했고, 적어도 4칸으로 하지 않으면 설계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시구

개정은 또 한 번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동아일보』1926.02.22. 기사). 

당초 시구개정위원회에서 소유주들에게 허락 받은 도로 확장폭은 3칸이었

다. 이는 시구개정의 시행이 비용문제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그 속성을 

위해 시장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개인적 희생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

한 폭이다. 그런데 그 폭을 확장함으로 토목당국은 그 이상의 희생을 요

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상공인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등장했고, 시

구개정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그 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위원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여 점점 심화되어 갔다.115)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 속에 안성시구개정기성회는 시민에게는 시가(市
街)로 철도가 통과하는 것이 시구개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

여 양해를 구하는 한편, 시장 상공인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입장을 갖고 토목국과 도청에 진정위원을 파견했

다.(『동아일보』 1926.02.22. 기사) 그 결과 결국 시구개정은 도로폭을 3칸

으로 하는 데에 합의했고(『동아일보』 1926.05.06. 기사), 여주까지 연결될 

철도(죽산선)도 안성천으로 우회하여 부설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우여

곡절 끝에 총비용 6천2백4십원(지방비 3천5백원, 면비 1백6십7원, 개인부

담 2천5백7십2원)이 소요되어 1926년 11월 171칸(間)116)에 이르는 시구개

정 1기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1927년에는 비용 4천8백원(지방비 3

천5백원, 면비 1천3백원)으로 2기공사 254m도 완성하여 안성시장의 가장 

중심지에서 동쪽 수문(水門)에 이르는 길에 대해 시구개정을 완료했다

(『동아일보』 1928.11.04. 기사). 

115) 반대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시구개정을 위한 토지 및 가옥의 기부의사를 철회    
  하고자 했다. 

     - 원래 시구개정위원회가 설정한 삼칸폭 도로도 부적당한 것이지만, 비용을 대지도    
    않으면서 도로폭의 칸수(間數)를 늘리고자 하는 토목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

     - 처음부터 민간의 기부로만 시구개정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 시장 가운데로 철도가 지나가면 막대한 가액을 기부하여 시구개정을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동아일보』1926.02.25. 기사).
116) 1칸(間)은 약 1.818m, 171칸은 약 310.9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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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기 시구개정 대상지역인 삼광자동차부 앞 길 (출처: 김태영 1925)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30년대 초반 안성 시구개정은 완성되었다(『동아일

보』 1934.11.20.) 기사). 

2. 외래품(일제 사기 沙器)의 등장과 유기시장(市場)의 침식(侵蝕)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부철도 부설 이후 원거리 물산의 수송은 철도

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철도가 평택을 경유하게 되면서 평택역이 

생겼고, 1913년 개설된 인근의 평택시장은(허영란 1997: 173~174) 내륙지

역인 안성과 해안에 연접한 둔포 등 주변 지역의 원거리 물산유통을 담당

하며 새롭게 물산집산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미곡을 비롯하여 전

라․경상․충청도에서 올라오는 물산 뿐 만 아니라 관서․관북지방 등 전국 원

거리 물산의 중간집산지였던 안성시장은 점차 퇴색해 평택역으로 이송될 

미곡 등 근거리 물산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경남철도 

안성선의 부설, 시구개정, 인근벽지연결도로 개수 등 안성사람들의 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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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성장은 계속 위축되어 갔다. 안성장과 안성의 대

표 수공업이었던 유기는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상보작용을 하고 있었고, 

안성장은 안성유기의 판매시장이었던 만큼 그 쇠퇴는 안성유기의 쇠퇴로 

연결되었다.  

 이시기 안성유기가 쇠퇴한 또 다른 이유 또한 평택역과 관련이 되는데, 

그것은 이 평택역을 통해 각종 외래 물산이 물밀듯이 안성으로 밀려들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래물산과 대응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토착

상품의 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안성은 장과 함께 유기 등 수공업

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 시기부터 안성의 수공업품은 이런 외래 물산과 무

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외래 물산 중 유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것

은 ‘왜사발’로 불리운 일본산 도자기인 사기그릇이다. 김태영은 일제시

대 일본산 도자기가 밀려들어 와 사람들은 그것을 천시하였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유기보다는 사기를 쓰는 경향이 늘어갔다고 회고했다(김태영 제

보; 金泳鎬 1965: 162~163 재인용). 이렇듯 일본산 도자기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안성유기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

 1880년대 개항이 되면서부터 외국물산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지만, 경부철

도가 부설되고 평택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다. 「경기도급충청도지방상황병이농황시찰보고(京畿道及忠淸道地方
商況幷二農況視察報告)」에 의하면 1893년경 개항장으로 들어와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에서 거래되었던 외국물품은 직물류로 옥양목(金巾)․한랭사(寒
冷紗)․목화(白綿)․목면(木綿)․마포(麻布)․각종 단필(緞疋) 등과 동류(銅類), 석

유, 도자기(陶製器), 성냥, 양산(洋傘), 화산(和傘) 등이 있었다. 이 중 일본

산은 목면(木棉) 등 직물류와 동류(銅類)․도기(陶器)․성냥(マッチ)․양산(洋傘)․
화산(和傘)․철과(鐵鍋)117) 등인데, 인천‧경성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물품들은 한국이나 청국 상인들에 의해 공주(公州)․황산(黃山)․예산

(禮山)․둔포(屯浦)․대소원(大召院) 등의 장에서 거래되었다. 당시 안성시장에

서는 “동기(銅器)나 진유기(眞鍮器) 식기” 등의 제작을 위해 동류(銅類)

가 대량으로 거래되었다. 그러나 일본산 도자기는 공주․논산․강경․황산․예
117) 괭이의 일종(박호석/안승모 200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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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교․둔포 등에 전해지기는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

았다. 유기의 원료인 동의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안성에서도 역시 일본산 도자기의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당시 일본산 도자기는 조선의 도자기에 비해 조잡하고 깨지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었고, 흰색을 좋아하는 조선 사람의 기호에도 색깔이 

들어간 일본 도자기는 맞지 않았다. 아울러 철도가 개통되기 전 조선 상

인들은 소량의 화물을 인천․경성에서 구입하여 육로로 운반하였기에 판매

가격이 비싸져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外務省通商局 1893: 23~42). 
 이러한 경향은 19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1902년 작성된 영사관보

고「한국경기강원급충청도농상황시찰보고서(韓國京畿江原及忠淸道農商況
視察報告書)」에 의하면 안성장은 “일대시장(一大市場)”으로 경기도에서 

송도(松都)에 다음가는 물산집산지로 기록된다. 당시 외국 물품은 인천이

나 경성에서 안성으로 이입되었는데 인천에서는 석유․방적사(紡績絲) 등이 

이입되었고, 경성에서는 “옥양목(金巾)․목면(木綿)․염료(染料)․성냥(燐寸)”

이 이입되었다. 이러한 물품들은 육로로 말바리(駄馬)를 이용해 안성까지 

운반되었고, 돌아갈 때 안성에서는 미곡을 싣고, 용인에서는 “신탄(薪
炭)”을 싣고 돌아가곤 했다. 이렇게 이입된 외국 물품은 다시 안성 인근 

사방(四方) 10리(里)로 분배되어, 동으로 충주(忠州), 남으로 청주(淸州), 서

로는 평택, 북으로는 양지(陽智)까지 이동되었다(外務省通商局 1902: 126). 
이는 철도가 놓인 후 원거리 물산이 평택으로 와서 안성으로 유입되어 인

근지역으로 이출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종래의 조선물자 유통구조

를 유지하며 원거리 물산이 안성으로 들어와서 인근 지역인 평택까지 배

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당시까지 안성은 전국적인 물산집산지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개항 이후 해외 수입품의 일차 유통경로가 되어 안성으로 

유입된 외국산품은 인근 경기남부 및 충청도로 재분배되었던 것이다. 그

러나 일본 도자기의 유입상황은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까지는 아

직 일본산 도자기가 안성으로 이입되지 않았거나 이입되었더라도 주목할 

만한 정도가 아니어서 안성유기의 생산․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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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부철도가 부설되고 평택역이 생긴 이후인 1909년 자료「평택지방경제

상황(平澤地方經濟狀況)」에 따르면 인천에서 수입되어 철도를 통해 평택

역으로 운송되었던 수입품은 “옥양목(金巾), 방적사(紡績絲), 석유(石油), 

성냥(燐寸), 권련초(卷煙草), 명태어(明太魚), 장곽(長藿)”118) 등이 있다. 이

들은 대부분 안성․둔포를 통해 인근지역으로 배분되어 소비되었고, 그 수

량은 아래 표와 같다(度支部, 1909: 58~60). 그러나 역시 일본산 도자기는 보이

지 않는다.

품 목
(단위)

옥양목
(疋)

방적사
(塊)

석유
(鑵)

성냥
(箱)

권련초
(箱)

명태어
(駄)

장곽
(把)

이입수량 12,000 15,000 6,000 550 300 400 110,000

[표 3-4] 1909년 평택역 경유 외국산 수입물품 현황

 일본산 도자기는 1910년경부터 평택역의 수입물품으로 등장한다. 표3-3

에 의하면 일본산 도자기는 1910년 시모노세키(下關)에서 평택역을 통해 

40톤이 반입되어 안성․죽산․진천 등지에서 소비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

가 시작되고 일본산 물품은 해로를 이용해 인천 등 개항장으로 운반된 후 

철도를 통해 전국으로 분배되었고, 철도역을 중간 집산지로 하여 인근지

역으로 육로를 통해 운반되는 상품유통체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었다. 아

울러 1912년경부터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화물운송 요금 

인하 정책으로 철도를 이용해 저렴하게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도 

확립되어 가고 있었다(정재정 1999: 401~420). 이 시기부터 일제는 식민지 

종주국이라는 이점(利點)과 자국 물품을 철도를 이용해 저렴하게 대량 공

급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갖추고 전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

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도자기는 이전에 한국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불

리한 점들 중 가격 면에 있어서는 이제 고가(高價)인 유기가 당하지 못할 

정도의 장점을 갖추게 되었다. 

118) 미역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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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안성의 특산물은 유기(鍮器)를 비롯하여 담뱃대(煙管), 가죽신(靴), 

갓(帽子), 조선지(紙)가 있었고, 그 생산액은 유기가 14,000원, 담뱃대가 

7,000원, 가죽신이 2,000원, 갓이 2,000원, 조선지가 1,500원이었다(朝鮮總督
府鐵道局 1912: 86~87). 그러나 유기를 비롯하여 이러한 토속 수공업품은 점차 

외국 물품에 압도되어 가기 시작했다. 

품 목 유기(鍮器) 담뱃대(煙管) 가죽신(靴) 갓(帽子) 종이(紙)

생산액(圓) 14,000 7,000 2,000 2,000 1,500

[표 3-5] 1910년 연간 안성특산물 생산현황(출처: 朝鮮總督府鐵道局 1912) 

 경기도에서 대정4년(1915년) 발간한 『경기도안내(京畿道案內)』에 의하

면 안성은 아직까지 경기도 굴지의 상업지라는 지위를 잃지는 않았다. 아

울러 고래로 유명했던 유기산지로 제시되며 당시에도 유기제작이 성행하

여 “진유(眞鍮) 식기 및 담뱃대․재떨이(灰皿)․요강(便器)” 등을 생산하였

으며 경상도 지방으로 주로 이출하였다. 그러나 유기식기를 비롯하여 담

뱃대․재떨이․요강 등을 모두 합한 생산액은 연간 10,000원 정도로 [표 3-5]

에서 제시된 1910년도 유기와 연관을 합한 생산액 21,000원의 반 정도 밖

에 되지 않는다. 이 자료의 조사시점을 책이 발간된 1915년에서 조금 앞

선 1913년 ~ 1914년경으로 볼 때 불과 3~4년 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진 것이다(京畿道, 1915: 254).

 이러한 정황은 1920년대 들어서면 완전히 고착화된다. 1924년 『동아일

보』 기사에는 외래물품의 수입으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유기업을 비

롯한 토착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사화 하고 있다.

悲慘한 숫자(數字)
安城은 從來로 商業地인 同時에 工業地이엇다. “安城市場에는 京城보다 두
가지 商品이 더난다”는 俗談은 安城市場이 朝鮮의 首府인 京城보다 多數한 
商品이 賣買된다는 意味이오 “安城맛침”이라는 말은 安城鍮器를 비롯하야 
여러 가지 工産品이 安城서 만히나는 同時에 가장 튼튼하게 만든다는 뜻이
다. 이처럼 이름이 國內에 놉하젓든 安城의 오늘날 商工業現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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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爲先 工業에 對하야 最近의 統計를 보건대 實로 한심함을 익일수업다. 
安城의 工業品中에 가장 만히 生産되고 가장 널리 販路를 두엇든것은 鍮器, 
乾油鞋, 담뱃대이엇다. 이 세가지는 朝鮮人의 日用生活에 업지못할 物品인 
同時에 品質이 조코 튼튼하게 만든다는 點으로 “安城맛침”이란 光榮잇는 이
름을 듯고 만흔 歡迎을 바다오든 것이 事實인데 近年에 이르러 “왜사발”“양
磁器” 等의 勢力으로 鍮器가 代打擊을 밧게되고 “洋靴”, “고무신” 等 이 勢
力으로 乾油鞋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專賣局이 煙草를 팔게되야 葉煙草
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 …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고맙지 안은 新文明이
란 것이 들어오기 前 卽 이로부터 數十年前에 比較해 보면 實로 天壤의 判
잇게 減少되었다. 감소된 것이 다시 더 감소되지 안는다면 그래도 조흐련마
는 今年은 昨年에 比 하야 三分의 一도 賣買가 되지 아니하야 이를 製造하
는 사람들은 生活의 길을 엇지못한다한다. 우리의 工業이 이가치 衰退하여
가면 장차 엇더한 慘境에 빠지고 말것인가? 

(『동아일보』 1924.09.06 기사)

위 『동아일보』 1924년 기사에는 위와 같은 상황을 통계수치를 통해 보

여주고 있다. 그에 제시된 대정9년(1920년)과 대정12년(1923년) 유기와 연

죽의 생산액은 아래와 같다. 

품    명 유기 연죽 계
생산액

(단위;원)
대정 9년(1920년) 16,808 8,423 25,231
대정12년(1923년) 5,140 4,390 9,530

[표 3-6] 1920년대 안성유기류 생산액

 이에 따르면 1920년 유기류 생산액은 25,231원이고, 1923년 유기류 생산

액은 9,530원으로 4년 사이 반이 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기 제시된 

1920년 유기와 연죽 생산액은 앞 서 언급했던 조선총독부철도국의 『조선

철도연선시장일반』에 제시된 1910년 생산액은 물론이요 『경기도 안내』

에 제시된 1913년 경 통계보다 그 생산액이 더 많다. 『조선철도연선시장

일반』과 『경기도안내』는 총독부 주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안성의 실상

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아일보는 안성 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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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두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그 실상이 잘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수치와 정황적 자료119)들을 통해 볼 때 1910년대부터 

1920년대 개별 연도 별 기복이나 통계상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안성유

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시가지의 상권(市街地の商圈)』에 제시된 1924 ~ 5년경 안성의 연

간 유기와 담뱃대를 포함한 특산물 대외 이출현황과 인천․경성을 통해 유

입된 자기류 이입현황은 1920년대 중반 외래품에 의해 압도된 안성유기의 

쇠퇴상을 잘 드러내 준다. 이에 제시된 안성 유기류 대외 판매현황은 아

래와 같다. 

품   목 “鍮器”(유기) “煙管”(연관) 계

중요 발송지 
경기일원, 충청남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충청남북도
이출수량(個) 14,000 77,000 91,000
이출액(円) 14,000 5,158 19,158

[표 3-7] 1924~5년경 연간 안성유기류 대외 이출현황(朝鮮總督府 1926: 57~60)  

 그리고 경성, 인천을 통해 안성으로 들어 온 자기(磁器)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판매형태 도 매 소  매 계
판매자 조선상인 조선상인

수입수량(個) 36,000 2,200 38,200
수입액(円) 72,000 4,400 76,400

[표 3-8] 1924~5년경 연간 안성지역 자기 수입 현황

이 통계상에 나타난 연관을 제외한 유기와 자기의 수량 및 금액을 통해 

볼 때 1924 ~ 5년경 자기 수입량은 안성유기의 대외 거래량에 비해 약 

119) 안성유기관계자들의 제보(金泳鎬 1965)나 1920~40년대 『동아일보』 안성유기 관련기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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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眞鍮”(유기)120) “煙管”(연관) 계

생산자 조선인 조선인

생산수량(個) 2,156 27,050 29,206

생산액(円) 2,634 4,005 6,639

[표 3-9] 1924년 안성 유기류 생산현황 

2.7배 정도 높고, 금액은 유기의 대외 거래액에 비해 5.5배 정도 높아 통

계수치상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유기는 수입자기에 압도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제시된 안성유기의 거래현황은 『동아일

보』에 제시된 1923년 유기생산액 5,140원 보다 현저히 증가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철도국 발간 자료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에 제시된 1910년 

통계와도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역시 당시 안성유기의 생산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발간된 안성 내 자료인 『안성기략』에 제시된 1924년도 안성 유

기의 생산량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볼 때 자기 수입은 유기 생산에 비해 수량에 있어서

는 17배, 금액에 있어서는 27배가량 앞서고 있다.

 1920년대 중반 경 안성유기는 이렇게 외래품인 일본산 도자기에 의해 대

타격을 받아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쇠퇴하였다. 그러나 전멸에 이

른 것은 아니어서 당시도 상당한 제조가 이루어지고, 축소된 형태였지만 

전국적인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안성의 유기산업은 쇠

퇴일로를 걷게 되었고, 유기점은 1900년대 초반 50여 호에 이르던 것이 

1910년대는 20여 호, 1920년대에는 10여 호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마저

도 연 공장 가동(稼動) 일수가 3개월에 불과하게 되었다(金泳鎬 1965: 

162~163; 金台榮 1925: 153~154 ‘工場表’). 따라서 유기점을 경영하거나 

120) 당시 유기를 오늘날 장인들 사이에서 구리와 아연 등 식기 이외의 기물 합금에 사용되
는 용어인 ‘진유 眞鍮’로 표현함은 일본 문화에 식기를 유기로 사용하는 풍토가 없어 그 
표현이 부재함에 기인하는 듯하다. 따라서 이시기 진유라는 표현은 해방 후 사용되었던 
황동의 일종인 “신주”라 발음되는 진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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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으로 종사하던 사람들도 다른 생업이 필요했을 것이며, 유기점을 

그만 둔 사람들 또한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게 되어 농사․상업에 종사하거

나 노동자․머슴이 되어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후기 이

후 전업화 과정이 심화되었던 유기업은 식민지근대화 과정에서 다시 해체

되어 겸업이나 농촌 부업화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121) 

이렇게 해운을 통해 개항장으로 수입된 후 기차로 운송되어 물밀듯이 밀

려든 외래품은 전업유기장의 겸업 및 이직(移職)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어지간한 공산품은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던 농촌에까지 침투하여 농촌가내

수공업 또한 전멸상태에 놓이게 하여 농가의 빈곤을 초래하였다(『동아일

보』 1926.07.10. ; 1927.03.15. 기사). 이런 상황은 유기업의 농촌부업화마

저도 쉽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3. 안성맞춤유기 상품가치 지속을 위한 전략 

: 점주(店主)의 실천을 중심으로

1) 민족‧전통담론 활용과 판매 전략의 근대화  

 일본산 도자기에 압도되어 유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1920년대 중반 안

성에는 연죽점(煙竹店) 등을 제외한 유기점이 4~5 곳 밖에 남지 않게 되

었다(『동아일보』 1926.07.02. 기사). 이러한 정황은 유기 점주들에게 존립

과 관련하여 충분히 위기감을 주는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위기감이 고조

121) 1965년 윤철주(尹喆周, 76세), 김태영(71세) 제보(金泳鎬 1965: 162~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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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조선 사람의 살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주적 실천의 중요성이 부각

되기 시작했던 1920년대 초반부터 안성의 유기 점주들은 “상공업전술의  

시대화”(『동아일보』 1940.06.25 기사)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민족․전통 담론의 활용과 상품 생산․판매 전략의 근

대화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유기 점주들은 우선 각종 광고를 통해 자기 PR에 나서는 한편 자신의 

상품을 품평회에 출품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아울러 해

외수출에도 눈을 돌리는 등 다양한 상품 판매 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안성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유기점으로는 안성시장 미점통(米店通)

에 있었던 ‘영창유기상점(永昌鍮器商店)’, 안성읍 시장통(市場通)에 있었

던 ‘안신유기상점(安信鍮器商店)’, 안성읍내 동리(東里)에 있었던 ‘안성

유기제조공장(安城鍮器製造工場)’ 등이 있다. 

 윤상은(尹相殷)이 운영하던 영창유기상점은 1924년 경 경기도연합품평회

에 상품을 출품하여 우등상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광고지를 만들어 돌

렸다. 광고문에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永昌鍮器은 他店보담 

優等임”, “京畿道聯合品評會에 優等賞狀을 受領함은 唯一” 등의 문구

를 통해 영창유기의 우수성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했으며, “유기계의 패

왕 鍮器界의 覇王”으로 자임하였다. 영창유기상점의 유기는 그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진품(眞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忠臣은 孝子門에서 

生하고 鍮器의 眞品은 永昌鍮器工場에서 選出됨”, “정진공평(正眞公
平)”, “품질보험(品質保險)” 등의 어구를 통해 이를 역설하였다. 아울러 

천안시장과 죽산시장에 지점을 운영하여 판매시장의 다양화와 수요자 중

심의 영업 전략을 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규모가 스스로 유기계의 패

왕으로 칭하듯 안성에서 가장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안성유기점

들은 광고를 통해 새로운 판매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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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924년 영창유기상점 광고지

          (안성맞춤박물관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2015: 174)

 1925년 영창유기상점을 비롯하여 앞에 언급된 안성의 3곳 유기점들은 안

성군지격이었던 『안성기략』에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기점 광고를 냈다. 

지면이 한정적이었던 관계로 보이는데, 이들 광고문에는 간략하게 상호와 

점주․주소를 제시하여 자신들 유기점의 존재를 알리고, 간단한 문구로 영

업방침 등을 홍보하였다. 이들 중 변문옥(卞文玉)이 운영하던 안신유기상

점은 가장 많은 광고 문구를 넣어 자신의 유기점을 홍보하였다. 이때부터 

‘안성유기’ 장인들은 전통담론을 자신의 상품에 대한 홍보에 적극 활용

하기 시작했다. 안신유기상점은 우선 “고래유명 안성유기 古來有名 安城
鍮器”라는 문구를 통해 지금까지 안성유기가 쌓아왔던 명성에 부쳐 자신

의 상품에 시간의 연속성에 기댄 전통성과 기술의 뛰어남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성특산 安城特産”임을 강조하여 최근 유

명 상품의 상점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조”라는 문구와 같이 안성유기 

중에서도 특산임을 부각시켜 다시 한 번 자신의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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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안성기략』 
안신유기상점 광고문
(출처: 김태영 1925)

였다. 아울러 상호도 안성의 “안 安”과 “신 信”을 결합함과 동시에 

상표도 “信”을 넣어 만들어 장구하게 이어져온 품질 좋은 안성유기와 

그 생산자의 후예임과 신용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品質美麗와 薄利多賣
는 本店의 特色”이라 하여 직접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상점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광고전략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일제 사기에 견주어 그 단점이었던 조야한 모양새에 비해 

“미려 美麗”라는 문구를 통해 유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박리다매 

薄利多賣‘라는 문구를 통해 그 장점이었던 가격면에 대한 유기의 보완점

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金台榮 1925: 광고문).

 그리고 이들 유기점들을 시작으로 안성유기점들은 이시기부터 자신의 유

기점을 대표하는 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유기점과 차별화 전략을 도모하기 

시작한다. 영창유기상점은 “永”을 중심으로 한 상표를 생산품의 뒷면에 

명문으로 새겼고, 안신유기상점은 “信”을 명문으로 새겨 넣었다.122) 

122) [그림 3-6], [그림 3-7]에 제시된 유기는 안성맞춤박물관 소장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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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영창유기점  상표 “永” [그림 3-7] 안신유기점 상표 “信”

명칭123) 형 태 크 기(㎝) 특 징

주발1
주발
18*13.1*41.5 
뚜껑 2.8*13.7

연엽식기, 

바닥에 “永”상표

새김

주발2
주발
7.1*11.6*36 
뚜껑 2.8*12

연엽식기, 

바닥에 “永”상표

새김

합
합 5.3*10.8*37 
뚜껑 2*11.4

크기가 크지 않고 굽

이 없는 형태, 바닥

에 “永”상표 새김

[표 3-10] “永” 상호가 새겨진 안성 K문중 사용 영창유기점 유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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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

지름: 15.9

둘레: 50.3 

높이: 5.4

실굽 대접, 

바닥에 “永”상표

새김

 또 이들 유기 점주들의 PR활동은 직접적인 광고와 상표를 통해 자신의 

상품에 “역사적 생”을 부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각종 사

회활동을 통해 “양풍미속(良風美俗)의 조장”(『동아일보』 1940.06.25 기

사)에 앞장섬으로써 그 유기점의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을 통한 간

접 홍보 전략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성유기제조공장의 도정규는 

안성청년회 활동을 하며 당시 청년회에서 운영하던 야학124)인 안청학원

(安靑學院)의 교사(校舍) 마련 등 후원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동아일보』 1926.07. 30; 1927.11.10. 기사). 이것이 유기점의 PR활동과 

연관된 전략적 행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정황상 결과는 그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래품에 압도된 토착수공업품인 유기의 상품가치 지속을 위한 점주들의 

시도는 경남철도 안성선이 부설되고, 시구개정 등 안성시장의 상권을 지

키기 위한 자주적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20년대 말경에는 보다 경쟁

력이 있는 “상공(商工)기관의 창설”(『동아일보』 1940.06.25 기사)을 위

해서 노력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안성유기점의 상황

은 1920년대 중반 보다 더욱 더 악화되어 “불과 수년전만 하여도 느진가

을 밤에 늦도록 그릇을 깍고 다지는 소리가 處處에서 들리엇섯스나 요새

123) [표 3-10]에 제시된 유기는 안성맞춤박물관 소장품이다.
124) 이 야학은 당시 가난하여 공부를 할 수 없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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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그나마 간곳 업고 몃군데 工場에 일군의 합품소래뿐이잇슬뿐”

(『동아일보』 1930.12.02. 기사)인 상황이 되었다. 이에 영창유기상점 점주 

윤상은은 “세상이 한번 뒤바뀐 뒤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안성유기에 

대해 “안성유긔의 쇠퇴는 안성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인즉 이대로 버려둘

수 업다”는 인식하에 소규모 수공업에서 대규모 공장제 공업으로 전환하

기 위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게 된다(『동아일보』 

1931.02.11 기사).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던 영창유기상점 윤상은과 

박주병(朴周秉)․김상덕(金相德)․박성재(朴性載)․이익훈(李益薰)․윤철주(尹喆周)․
박용문(朴容紋)․서상준(徐相準)․박필병(朴弼秉)․김태영(金台榮)․임준재(任俊宰)․
임의상(林宜相)․정재창(鄭在昌) 등 안성 유지들은 1928년 5월 10일 제1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정관(定欵)․설계서 등을 작성하고 창립위원장에 박

주병을 선출하였으며, 영창유기상점에 창립사무소를 두고 회사 창립을 위

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동아일보』 1928.05.14 기사). 그리고 같은 해 

7월 3일 창립총회를 거쳐 자본금 5만원에 “사장 박주병, 전무 김상덕, 

상무 윤상은, 취체역(取締役: 중역)에 윤철주․박성재․양재철(梁在轍)․홍병렬

(洪炳烈), 감사역(監査役)에 김태영․최병구(崔秉九), 지배인(支配人) 윤철주, 

상담역(相談役: 고문) 정재창”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사를 창립했다(『동

아일보』 1928.07.05 기사). 같은 해 9월 11일에는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부대사업, 특약점(特約店) 설치, 외무원채용” 등에 관한 일을 결의하였

고, 공장 설치를 완료(『동아일보』 1928.09.18 기사)하여 ‘붓배기’ 7틀

을 놓고, 직원 30여명(金泳鎬 1965: 163)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는 유기회사운영 및 기술경험이 풍부한 안성유기계

의 선두주자 영창유기상점의 윤상은과 그 동안 안성경제를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 해 오던 김태영 등 안성 유지들이 대거 참여하여 안성유기의 회

생을 위해 설립되었다. 아울러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안성유기제조공장 

도정규 등 안성의 많은 유기점주들과 유기장․시장(匙匠)들도 이에 동참하

여(『동아일보』1931.06.04.; 1934.08.09. 기사) 그동안 안성유기점들에서 실

행되어 오던 자생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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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유기의 전통에 기댄 진정성 추구는 “조선물산장려운동”의 구호와 

연계되어 ‘전통담론’과 함께 ‘민족담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층 

발전되었다. 아울러 상품의 모양 및 종류, 생산 및 판매방식, 광고를 이용

한 홍보전략 등 제작․판매에 있어서도 한층 근대화된 방향으로 나아가 시

대적 요구에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192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에서는 『동아일보』에 

여러 차례 광고를 게재했는데, 그 문안에는 이러한 사업방향이 잘 나타나 

있다. 광고의 표제는 “朝鮮物産獎勵키 爲하야 安城맛침鍮器를 쓰시오”

(『동아일보』 1928.09.21.; 11.08. 광고문 등)라 하여 식민지근대화로 인해 

초토화 된 ‘조선물산장려’라는 대의와 이를 통한 민족 및 지역산업의 

부흥에 기댄 ‘민족담론’을 유기 판매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

러 표제 뒤 광고문의 첫머리에는 ‘안성맛침’의 유래를 설명하며 안성맞

춤을 안성유기에 대한 전통담론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신의 상

품인 안성유기의 명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민족’담론과 ‘전통’담론에 

기대어 보여주고자 했으며, “四海에 振動하든 안성유기”(『동아일보』 

1928.09.21.; 11.08. 광고문 등)의 명성을 자신들의 상품이 잇고 있음을 보

여주고자 했다. 

 다음으로 유기가 외래품의 유행으로 외면 받게 된 원인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보여주고자 제품 생산에 있어 “일대개혁(一大改革)”을 했음을 

명시하여 “模樣은 美術的으로 精美하고, 品質은 實用的으로 堅固하게 製
造하야 特別廉價로 都賣散賣”(『동아일보』 1928.09.28; 10.12. 광고문 등)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근대화된 상품으로 안성맞춤유기가 재탄생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안성맞춤의 명성에 걸맞게 엄선된 재료와 숙련

된 기술로 제조하여 주문자들의 기호에 맞추고 있어 재주문이 이어짐을 

명시, 당 회사의 신용 과시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또 판매 상

품에는 “가정용 신구식 각종유기(家庭用 新舊式 各種鍮器)”와 함께 

“진유 각종 기념품(眞鍮 各種 紀念品)”(『동아일보』 1928.10.18; 10.26.; 

11.15. 광고문 등)을 취급하고 있음도 제시하여 상품의 종류에 있어서도 

소비수요에 맞춘 근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 실질적인 구매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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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고자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면에서의 근대화 노력은 판매 전략에 있어서도 진행되

었다. 우선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성에 특판점을 개설한데 이

어 광고(『동아일보』 1928.09.21. 광고문)를 통해 전국 특판점을 모집하였

다. 또 외무사원제를 도입하여(김영호 1965: 163) 일제사기 및 도자기에 대

항한 전국적인 판로 개척을 도모하였고, 수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시장 확보에도 주력하였다. 또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상품포장을 새롭게 

하고(『동아일보』 1930.12.02 기사), 종전과 같이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수공작업은 필연적으로 소규모 수요만을 창출하게 

된다고 바라보고, 과학기술이 발전된 사회에 적합하게 장기적으로 유기제

조에 있어서도 기계화를 도입하여 소규모 수공업 단계에서 대규모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동아일보』 1930.12.02 기사). 이렇게 안

성유기제조주식회사는 광고를 통해 ‘민족’과 ‘전통’을 부각시켜 안성

유기의 진정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근대적으로 거듭난 상품으로서 유기를 

보여주고, 판매전략의 근대화를 도모함으로 변화된 소비환경 속에서 안성

유기의 상품가치 지속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적인 판매와 더불어 일본․중국은 물론 서양 각

지에까지 수출하게 되었다(『동아일보』 1934.08.18. 기사). 아울러 가격은 

저렴하지만 쉽게 깨지는 도자기에 비해 견고하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안성유기를 많이 쓰게 되어 해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동아일보』1936.01.01. 기사). 이에 

따라 창업 후 1년여 경과한 1930년경 안성 유기점의 연간 1만3천 원 가량 

되던 생산액은 1936년경에는 5 ~ 6만원에 달하게 되었다(『동아일보』 

1930.12.02.; 1936.01.01. 기사). 이러한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활약상은 

1965년 안성에서 당 회사에 관여했던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작성한 김영

호의 “安城鍮器産業에 관한 調査報告”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鍮器質向上과 商品市場確保를 위하여 一方 定州納淸의 ‘방자’鍮器場과 分
院의 沙器場등에 出張을 보내어 技術向上을 꾀하고 他方 外務員制를 두어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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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沙器및 陶磁器에 對抗하여 販路開拓에 努力하여 마침내 會社資本金은 
200,000圓으로 增加되었고 利潤配當과 賃金支拂을 철저히 하여 당시의 日本人
企業家들은 놀라움을 禁치못하였다는 것이다. 特히 總督府가 開催한 朝鮮博覽
會에 鍮器를 出品하여 表彰까지 받으므로써 ‘안성마침’鍮器의 聲價를 다시금 
誇示하게 되었고 日製商品에 對決하여 全國的으로 市場을 넓혀왔다고 하며 심
지어 慶尙道 等地의 地方行事때에도 安城鍮器를 賞品으로 주기 위하여 注文을 
해올 程度이었다고 한다.…” (金泳鎬 1965: 163)

 그러나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경부터 점차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유기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동아일

보』 1940.06.25 기사). 당시 유기원료인 동(銅) 등은 거의 일본산을 수입해

서 사용하였는데, 무기(武器)용으로 사용되게 됨에 따라 그 공급이 원활하

지 않았던 것이다. 잇따라 1938년부터 유기류 사용 및 제조가 제한ㆍ금지

(『동아일보』 1938.08.23 기사)되자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는 1940년 6월경 

“목공부(木工部)”를 병설하고 “목제화양가구(木製和洋家具)․장롱(欌籠)․ 
양복장(洋服欌)․찬장(饌欌)․사무용탁자(事務用卓子)․기타목세공품(其他木細工
品)”을 제조하여 유기 생산액 감소를 만회하고자 했다. 그리고 유기 또

한 원료를 입수하는 대로 생산하여 나갔다(『동아일보』 1940.06.25 기사).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 한 후 일제는 무기제조 원료의 확보를 

위해 유기제작 및 원료판매를 철저히 엄금한 것에 이어 가정에서 사용하

던 유기마저 공출해 갔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자 더 이상 회사를 운영

하기 어렵게 되어 1943년 경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

다.125) 아울러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 뿐 아니라 그 동안 소규모로 유기제

조를 하고 있던 몇몇 장인들도 1943년 경 일제의 유기공출로 문을 닫고, 

“가정에서 소문 안 나게 몰래 주발․대접 몇 개씩 만들어서 알음알음 비

밀로 하고 판매하는” 정도 외에는 거의 유기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2014

년 안성유기관계자들 제보).

125) 1942년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가 
등장하고, 이후 등장하지 않는 것과 1943년경 공출로 유기를 할 수 없었다는 안성 노인
들의 제보를 참조할 때 1943년 경 동 회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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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작기물의 다양화를 통한 근대적 소비수요 맞춤

안성유기장들은 조선후기 주문제작품인 맞춤과 일반수요를 위한 장내기

라는 두 가지 생산방식을 통해 다양한 소비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안성유기 생산의 전통은 일제 강점기 격변의 시대에도 그 빛을 잃지 않았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성유기는 1900년대 초 식민지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신문물이 도입됨에 따라 심각한 존폐위기에 내 몰리게 되었다. 1920

년대 들어 일본산 사기그릇의 위협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안성유기업계

는 유기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조선시대 사용되던 제

기와 식기 등의 생산과 더불어 근대적 소비수요에 맞춘 신제품 개발을 상

품가치 재고를 위한 주요한 전략의 하나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

계적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과 수출 또한 새로운 소비수요에 맞춘 신

제품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1924년 안성 미양면의 성공회 전도사 김현석(金顯錫)에 

의해 추진된 “안성신명공업강습소(安城新明工業講習所)”에서 시작되었

다. 이 강습소에서는 성공회의 자금원조를 받아 “농촌공업품 자급자족운

동”의 일환으로 농촌 남여에게 염직(染織)과 유기(鍮器)를 가르쳤다. 본 

강습소의 실습을 마친 사람들은 유기 제조 실력이 뛰어나 안성품평회(安
城品評會)에 출품하여 1등을 하였고, 이들이 만든 신선로‧화병 등은 영국

박람회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이들은 기존의 유기제품인 식기류 생산 외

에 촛대‧십자가‧종 등 각종 교회 의식용품(儀式用品)을 제작하여 일본‧중국‧
구미 각국에 수출하여 수출액이 매년 3천원에 달하였다(金泳鎬 1965: 163; 
『동아일보』1927.03.15. 기사). 외래품에 의해 전멸된 농촌공업부흥의 방안

으로 설립된 신명공업강습소의 유기제작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새로운 상

품개발과 해외수출이라는 신경향을 대두시키게 되었다. 『동아일보』 

1926년 기사에는 이를 통해 “안성맛침 이라는 말이 세계도처에서 쓰이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한다(『동아일보』 1926.07.02. 기사). 그

러나 신명강습소의 유기제작에 있어 새로운 풍조는 몇 년 진행되다 1928

년경 중단되었다(『동아일보』 1928.12.11. 기사).    



- 115 -

[그림 3-8]

1926년

안성의 한 유기점 

상품진열 모습

(『동아일보』 

1926.07.02.)

 이후 이러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의 경향은 1928년 설립된 안성유기제조

주식회사로 이어졌다.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에서는 사해에 자자할 정도였

던 안성맞춤유기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이 감소되었던 원인 중 하

나로 “需用家의 要求를 滿足케하지못하는”(『동아일보』 1931.02.11. 기

사)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근대화된 시대에 

걸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우선 기존에 제작

하던 식기․제기 및 각종 생활용품에 있어서는 외양에 있어 당대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미적인 면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반상기 등에 있어서도 개

량된 형태의 식기를 생산하여 제품을 다양화하였고126), 변색에 대한 보증

서를 발급(기록역사박물관 소장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 상품도록 사진)하

여 재질에 있어서도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상품으로 각종 기념품과 “표창품(表彰品)”을 제작하여 상당한 

판매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상품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그림도 그리고 

명문(銘文)도 새겨 넣어(『동아일보』 1931.02.11. 기사)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다가가는 등 유기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각종 기념품 및 표창품 외에 신호종‧간판 등 새로운 생활용품도 제작․
판매하였다. 신호종은 진유제(眞鍮製)인 ‘갑종(甲種)’과  합성철제(合成
鐵製)인 ‘을종(乙種)’으로 구분하여 생산했으며, 합성철제가 진유제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가격도 높았다. 새로운 상품은 제품에 따라 유기 합금

126) 1930년 전북 임실의 구매자에게 보내는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상품 명세서인 “사절
서 仕切書”에는 “개량칠첩 改良七牒”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정황을 설
명해 준다(안성맞춤박물관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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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형태 구 분  재 질 크 기(직경) 가 격

갑 1호

진유제

29.7㎝ 11원

갑 2호 26.6㎝ 8원

갑 3호 23.6㎝ 6원

갑종(甲種) 갑 4호 20.3㎝ 4원 50전

을 1호

합성철제

45.5㎝ 16원

을 2호 36.4㎝ 12원

을종(乙種) 을 3호 30.3㎝ 8원

[표 3-11] 신호종 종류 및 형태‧재질‧크기‧가격

(출처:『동아일보』 1933.06.23.; 07.02. 광고)

에 사용되던 구리와 비철금속의 합금 외에 다른 재질도 사용되었으며, 형

태도 다양해 재질 및 형태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소비수요에 응하고자 했

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각 군 진흥회에서 신호종을 많이 주문해 준 것

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봉사적대염가(奉仕的大廉價)”로 판매한다는 광

고(『동아일보』 1933.06.23.; 07.02. 광고)를 통해 가격인하 등 상품의 교환

가치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판매 전략을 구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판매 전략의 한 측면은 당사의 상품도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원현황 및 회사의 상품판매 전경, 상품의 종류와 형태․크기․
용량, 그 판매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회사와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

임과 동시에 주문을 위한 판촉자료로 활용하였다.127)

시대적 수요에 맞춘 새로운 상품 생산이라는 전략은 이후 근대화 과정에

서 안성유기가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127) 동 회사의 상품판매 도록(기록역사박물관 소장 사진)에는 당사에서 생산했던 동아일보
사 간판의 형태와 전국‧해외 500여 지사에 주문‧납품하였음을 판매일시까지 기재하여 놓
았다. 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임과 동시에 그 표본을 제시하여 소비자
로 하여금 주문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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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은 제작방법 면에서도 이루어졌다. 안성유기장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뛰어난 기술과 발달된 안성장에서 획득한 상략(商略)으로 일제 강점기 이

후 유기가 사양화되었던 시기에도 부단한 노력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실천 중의 하나는 안성유기 제작법을 주물방법으로 

특화한 데 있다.  

3) 주물유기제작법 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지금까지 안성유기는 주물방법만이 발달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1965년 

당시 유기업에 관련했던 안성 노인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안성유기산

업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안성에는 대체로 주물유기인 ‘붓배기’

를 많이 제작하였고, 방짜는 평안북도 정주군(定州郡) 납청(納淸)지역이 유

명하여 유기생산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양 도시 간에 제작방법 및 제작물

에 있어서 지역적 분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安城古老들은 ‘방짜’鍮器로 有名한 곳은 定州 納淸이었다고 하며 安城에서
는 納淸의 ‘방짜’鍮器에 눌리어 ‘방짜’鍮器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하고, 納淸
에서는 安城 ‘붓배기’鍮器에 눌리어 ‘붓배기’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地域的分業이 行 해진 것 같이 추측되었다.

 (金泳鎬, 1965: 162)

 그러나 조선후기 의궤자료나 1841년 건립된「군수정후만교영세불망비」

의 비문을 통해서 안성에는 유점(鍮店)과 주점(鑄店)이 모두 있었으며, 주

장과 유장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앞 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업은 

최소한 조선후기까지는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짜유기로 유명했던 납청지역은 조선시대 서울에서 의주로 향하는 경의

가도(京義街道) 상의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로 상당히 발전되었고, 이에 따

라 수공업도 발전하였다(金道泰 1950: 42~43). 납청 인근 정주에는 조선초기

부터 외공장으로 유장이 존재했으며, 박천의 진두장은 조선후기 손꼽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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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갑산동점이 개발되어 원료공급이 원활한 

것을 계기로 19세기 중엽 이래 납청은 새롭게 유기산지로 명성을 얻게 되

었다(선희창 1966: 4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1958): 474). 19세기 후

반 납청정의 유기는 평안도와 황해도ㆍ함경도까지 판로를 갖게 되어 “西
北道 사람의 가정에는 반드시 納淸亭鍮器로 빛을 내게 하였다”(金道泰 
1950: 42~43)고 한다. 납청에서 유기행상으로 시작해 유기공장을 운영했던 

남강 이승훈의 회고에 의하면 1875년 경 납청정의 큰 유기공장이었던 임

일권(林逸權)의 유기공장에서는 방짜유기에 해당하는 ‘놋쇠그릇’과 주

물유기에 해당하는 ‘퉁쇠그릇’을 모두 만들었다. 

    
“… 工場에서는 주석과 구리를 섞어 녹여가지고 놋쇠그릇과 퉁쇠그릇의 두 
가지를 맨드는데 놋쇠 그릇은 놋쇠를 뚜들겨 맨드는 것이요, 퉁쇠그릇은 먼
저 고운 흙으로 原形을 맨들고 퉁쇠를 뜨거운 불에 녹여 물이 되게 한 後에 
그 쇳물을 原形에 부어 맨드는 것이다. … 그 다음 뚜들겨 만드는 것은 녹
인물을 부어맨들거나 原形도 없이 그릇 한 개에 몇 兩重이 든다는 것을 저
울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鐵鎚로 뚜들겨 平平하게 하고 늘여서 그릇모양을 
만든다.” 

(金道泰 1950: 67~68) 

 납청지역에서 방짜와 주물유기를 모두 제조했던 정황은 1900년대 초에도 

발견된다. 궁내부 내장원(宮內府 內藏院)의 1900년부터 1907년 사이 평안

남북도 사람들이 올린 각종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등을 모아 놓은 

『평안남북도각군소장(平安南北道各郡訴狀)』에는 납청지역 유점 장인들

의 청원서가 있다. 이 청원서는 1903년 서울에서 파견된 봉세관(捧稅官)에 

의해 유점세(鍮店稅)가 부과되자 이를 금(禁)해 달라는 김응화(金應化) 등 

유점(鍮店) 장인들의 청원서이다. 그 내용에 의하면 “납청정의 1백여호는 

모두 유점의 장인으로 업을 삼고 있다”고 하여 이 지역에 유기 제조가 

상당히 성행한 유점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

점세는 방짜유기점에 해당하는 ‘타점(打店)’과 주물유기 제작소에 해당

하는 ‘주점(鑄店)’으로 나뉘어 타점은 1좌(坐)에 봄ㆍ가을로 1백냥씩, 주

점은 1좌(坐)에 봄ㆍ가을로 6십냥씩 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內藏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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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4책; 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 2013.12.01.). 이를 통해 볼 

때 당시까지 납청지역에 주점이 존재했으며, 아울러 주물유기 제작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8)

 납청 지역에서 방짜유기 중심의 제작방식이 자리 잡혔던 정황은 일제 강

점기부터 등장한다. 1920년대 후반부터 정주 납청의 유기관련 기록은 방

짜유기를 제조했던 양대공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뎡주(定州)와 박천(博川) 량고을에 도합 십여군데의 공댱을 시설하고 식긔 
세면긔(食器洗面器)등을 제작하는 유긔제조십이공댱(鍮器製造十二工場)에는 
직공일백칠십육명(職工一百七十六名)이 … 그 상세한 내용을 듯건대 긔유긔
공장은 일명량대뎜(兩大店)이라 칭하는 식긔 세면긔 등과 긔타 여러 가지 유
기를 제작하여 내는 대형뎍유긔제작공장(大型的鍮器製作工場)에 사업이 부
진상태에 잇서서 그리큰리익을 보지 못할 것갓틈으로 직공측으로부터 공댱
주에 동정하여 십일명한패로써나흘동안에 이백근(二百斤)내외의 제작품을 내
여오면서 분에 넘치게 일을 하여 주엇는데 …”

(『동아일보』1927.10.29.일자 기사)

양대공장은 이 지역의 방짜유기공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11명이 한 조를 

이루어 손 메질에 의한 단조기법으로 일을 하며, 생산량은 무게로 계산한

다. 이 기사를 통해 볼 때 적어도 1920년대 후반 경 납청지역은 유기제조

에 있어서 방짜기법 특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1930년대 방짜유기를 구매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드나들었다던 안성유기제

조주식회사 판매사원이었던 K씨 및 정주 납청 출신 유기장 L씨의 회고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유기점 역시 일제 강점기로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일제 사기 유입에 

밀려 유기 소비가 위축되고, 1920년대 들어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고착화

되자 현저히 쇠락해가는 유기업계의 자구책 중 하나로 생산원가가 적게 

드는 반면 생산량이 많은 주물유기제작으로 생산방식을 단일화하게 되었

128)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서는 유기를 만드는 공장 모두를 유점(鍮店)으로 표
현하고, 유기 장인을 ‘유점장민’(鍮店匠民)이라 통칭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제작방
법에 따라 유점을 타점과 주점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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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아일보』1926,07.02 기사).

안성유긔에는 두다려서 만드는 방짜라는 것이 잇고 부어서 만드는 붓백이라
는 것이 잇는데 외국물품이 들어오게 된 뒤로는 유긔가 만히 쓰이지 안는 
때문에 만들기 어렵고 갑이 만흔 방짜는 업서지고 붓백이만 만들게 되얏스
며 만드는 공장도 아조 줄어저서 지금은 사오처 밧게 남지 안엇슴니다. 

(『동아일보』1926,07.02 기사)

 주물유기는 방짜유기에 비해 생산인력과 재료 면에서 원가가 적게 들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시까지 방짜유

기 제조에는 쇠를 녹여 중량을 맞춰 배합한 쇳덩어리인 ‘바데기’를 만

드는 주물공정에 겉대장(부책임자) 1명, 받풍구(밖풍구 미숙련 풍구 책임

자) 1명, 이 쇠를 두드려 기물을 만드는 단조공정에 대장(총책임자), 앞망

치(제1망치군), 겉망치(제2망치군), 세망치(제3망치군), 네핌가질(壓延선반

공), 안풍구(숙련 풍구책임자)가 각각 1명씩, 가질(선반공정)에 2명해서 모

두 11명이 한조로 일했다(金泳鎬 1965: 162 ;『동아일보』1927.10.29.일자 

기사). 따라서 방짜유기 제조를 위해서는 최소한 11명의 인원이 있어야 1

조의 생산단위를 갖출 수 있었다. 반면에 주물유기의 경우 대장 1명, 쇳

물 용해․ 갯토 정리 등 대장일을 도와주는 조수가 1명, 풀무 1명, 가질 2

명해서 모두 5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조수 없이 대장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 1조에 4~5명이면 하나의 생산단위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주물유

기는 인원 면에서 방짜유기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으로 유기 제작이 가능

했다. 

 아울러 원료에 있어서도 방짜는 구리와 주석이 72 ~ 78% : 22 ~ 28%의 

비율이 들어가야 생산이 가능하고, 주석이 이보다 덜 들어갈 경우에는 단

조과정에서 깨지거나 부러져 생산이 가능하지 않다. 반면에 주물유기는 

합금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주석의 양을 조절하여 주조해도 깨어지거나 

하지 않기에 식기를 만들 경우 보통 상철이라 하여 구리 80 ~ 85%에 주

석 15~20% 합금으로 방짜보다 주석이 덜 들어간 것을 사용했다. 또 식기

가 아닌 촛대나 화로 등 일상 생활용품을 만들 경우에는 주석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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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구리와 아연을 다양한 비율로 하여 구리 55 ~ 65%, 아연 35 ~ 45%

의 황동을 사용했다. 아울러 아연 이외의 잡쇠도 구리와 합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방짜와 주물은 합금 원료와 방법이 다르며, 방짜로 생산

할 경우 주석의 가격이 비싸 원가가 높아진다. 

 생산성 면에 있어서도 방짜와 주물제작법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1800년

대 말경 납청지역에서는 주야로 돌아가며 쉬지 않고 작업을 했다(金道泰 
1950). 그러나 일상적으로 납청 뿐만 아니라 함양 등 방짜유기점에서는 쇠

의 가열 정도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을 많이 했다. 

보통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경까지 일을 하는데, 1조의 1일 작업량이 

징의 경우 6개 정도 밖에 나오지 못했다(유기장 L씨; Mi씨; A씨 제보). 한

편 주물유기의 경우에는 1조의 작업량이 많이 하면 하루 30번 정도 부어

서 그릇 90벌도 만들 수 있었다(충주 유기장 B씨 제보). 이렇게 방짜유기

는 주물유기에 비해 노동력․비용․생산성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다.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물유기는 방짜유기에 비해 불황일 때 제작이 용이

한 제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안성의 유기점들은 철도가 부설 된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밀려들어 와 

새로운 식기로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기 시작한 일본산 사기에 대해 주물

유기 제작법으로 특화하여 이에 대응해 나가고자 했다. 주물유기 제작법

은 일본산 사기가 갖추고 있던 최대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 1920년대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를 필두로 

당시 유기점들이 추구하던 대안적 유기제작 방향인 “미술적으로 정미한 

모양과 실용적으로 견고한 제품을 특별염가로 판매”(『동아일보』 

1928.09.28; 10.12. 광고문 등)할 수 있게 하는 제작법으로 주물유기 제작법

은 선택된 것이다. 더구나 1920년대 이후 안성유기점들에서 시도했던 새

로운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의 제작에 있어서도 주물제작법이 유효했

다. 교회용품, 각종 기념품, 새로운 생활용품 등의 제작은 주물기법으로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안성유기점들은 주물유기제작법 특

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상품들을 생산하여 근대화 된 상품으

로 유기를 재탄생시켜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했으며, 이러한 상품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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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외수출까지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안성유기장들은 한편으로는 “안성맞춤”이라는 전통과 조선물산

장려라는 ‘민족담론’에 기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 전략과 제품종류‧
생산방법에 있어 근대화된 시대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춰 나가며 안성유기

의 상품가치 지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제 4 장 일상문화상품 지위 하락과 그 대안 

   : 전통문화상품화와 일상문화상품으로서 재맥락화 

1. 1945년 독립과 유기업의 부흥

1) 유기수요의 확대와 유기점의 급격한 증가

 1945년 독립 후 일제의 유기공출 등으로 인해 전멸의 상태가 되다시피 

했던 각 가정의 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기점

이 급속히 늘어나 『안성대관』(金台榮 1950: 57~58)에 의하면 1950년 6.25 전

쟁이 발발하기 전 안성에는 유기점이 16개소, 시점(匙店)이 3개소, 연죽점

(煙竹店)이 20개소로 유기 관련 업종을 모두 합하면 39개소가 되었다. 

『안성대관』에 기록된 유기점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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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 호 주 소 대 표 자

1 정광사유기제작소(正光社鍮器製作所) 봉남동 328 김기준(金箕俊)

2 백성유기제작소(白城鍮器製作所) 서인동 321 이백세(李百歲)

3 경안유기제작소(京安鍮器製作所) 서인동 321 김만수(金萬洙)

4 금성유기제작소(金成鍮器製作所) // 김영배(金永培)

5 안성유기제작소(安城鍮器製作所) 서인동 351 윤희병(尹喜炳)

6 만물유기제작소(萬物鍮器製作所) 대천동 304 박도현(朴道鉉)

7 삼화유기제작소(三和鍮器製作所) 낙원동 403 이성순(李成淳)

8 광안사유기제작소(光安社鍮器製作所) 낙원동 405 김경만(金慶滿)

9 안신유기제작소(安信鍮器製作所) 옥천동 48 변윤수(卞允洙)

10 안창유기제작소(安昌鍮器製作所) 창전동 122 최창섭(最昌燮)

11 안성유기제작소(安城鍮器製作所) 창전동 127 윤기병(尹基炳)

12 대길유기제작소(大吉鍮器製作所) 석정동 39 양대길(梁大吉)

13 조선농공주식회사(朝鮮農工株式會社) 석정동 46 박용만(朴容萬)

14 청풍유기제작소(淸風鍮器製作所) 금산동 6 김주영(金周永)

15 형제유기제작소(兄弟鍮器製作所) 금산동 25 김기창(金起昌)

16 창신유기제작소(昌信鍮器製作所) 금산동 32 이정석(李正石)

17 편갑인농악점(片甲寅農樂店) 창전동 116 편갑인(片甲寅)

[표 4-1]『안성대관』에 기록된 1950년경 안성 유기점 현황

그리고 이 기록에는 누락되었으나 1920년대 “안성유기제조공장”을 운영

하였던 도정규(都丁奎)(金泳鎬 1965: 164)도 해방 후 유기점을 운영하였으

며, 금광면 마둔리의 진주 유씨 집안에서도 시내 금산동 일원에서 크게 

유기점을 운영하였다. 또 정상봉·박문수․염창선 등도 이 시기 소규모 유

기점을 운영하였다(쌍둥이형제 제보). 아울러 1972년 경 유기장들의 회고에 

의하면 해방 후 전성기 때 안성에 유기점이 30여개였다 하니(『동아일

보』 1972.11.11. 기사) 제반 기록과 기억을 통해 보면 당시 안성에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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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소 대 표 자 연번 주 소 대 표 자

1 숭인동 61 김낙영(金洛榮) 11 구포동 208 임용옥(林用玉)
2 〃 한희성(韓熙成) 12 구포동 217 김수남(金壽男)
3 〃 임수학(任壽學) 13 구포동 222 김춘화(金春化)
4 숭인동 289 강치운(姜致雲) 14 구포동 224 오창근(吳昌根)
5 〃 손사천(孫士千) 15 구포동 230 나치국(羅致國)
6 숭인동 294 강원돌(姜元乭) 16 서인동 305 이성호(李聖鎬)
7  숭인동 295 지인구(池仁九) 17 연지동 160 임석출(林錫出)
8 구포동 204 장세만(張世萬) 18 연지동 200 박종철(朴宗喆)
9 구포동 205 문창남(文昌男) 19 명륜동 134 김장?(金長?)
10 〃 김만수(金萬壽) 20 〃 김천용(金千用)

[표 4-2]『안성대관』에 기록된 1950년경 안성 연죽점 현황

20 ~ 30여점의 유기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유철로 수저를 만드는 시장(匙匠)들은 전통적으로 유기점과 따로 

시점(匙店)을 운영하였는데, 공장 명칭은 특별히 없었지만 해방 후 안성에

는 기록에 전하는 것만 해도 인지동에 김기식(金起植), 성남동에 김영귀

(金永貴), 봉산동에 김순만(金順萬) 등이 운영하던 시점이 있었다(김태영 

1950: 57~58). 그리고 시장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외에도 서인동에도 김

기환·진춘산·최종옥 등이 운영하던 시점이 있는 등 시저제조업(匙箸製造
業)도 해방 후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쌍둥이형제 제보). 

 연죽점(煙竹店)의 경우 『안성대관』의 기록에는 숭인동에 7곳, 구포동에 

8곳 이외 시내에 4곳 해서 모두 20곳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안성 시내 

노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연죽제작으로 유명했던 숭인동․구포동 골목에 해

방 후 전성기에는 집집마다 담뱃대 안하는 집이 없어서 연죽점이 숭인동

에만 20여 집이 넘게 있었다고 한다.(숭인동 거주 노인들 제보) 이렇게 볼 때 

안성 전체에 연죽점이 20여 곳 이상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해방 후 안성의 

연죽제조업 역시 유기점에 못지않은 호황을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25 -

 이렇게 유기가 호황을 누리던 상황은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

로 “하여튼 곳곳이 해방 후에 없는 곳이 없었다” 할 정도로 유기업이 성

행하였다. 안성 인근지역인 장호원에도 유기점이 4 ~ 5 곳 있었고, 평택에

도 유기점이 있었다(유기장 J씨 제보). 또 1970년대 말 ~ 80년대 경까지 징장

을 포함하여 유기장들이 남아 있었던 함양, 김천, 봉화, 순천, 벌교 등에

서도 해방 후 유기업이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음을 관련 자료나 노인들의 

회고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양에는 꽃부리 징점을 중심으로 서상

(西上)․서하면(西下面)과 안의면(安義面)에 징점이 40~50여 집이 있었다(징장 

A씨 제보) 하니 해방 후 이 지역 방짜 징점의 발달상을 볼 수 있다. 김천 

역시도 해방 후 반상기와 꽹과리‧징 등을 제작하던 유기점들이 성행하여 

유기전으로 유명했던 황금동에만 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유기점이 

100여점이 있었다고 한다(충주 유기장 B씨 제보).

 봉화에서는 현재까지도 유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봉화 삼계리(三
溪里)에 1840년경부터 유기촌(鍮器村)이 형성되어 1917년부터 1921년까지 

제1전성기를 맞이했고, 이어 해방 후 1954년까지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

했다. 제2전성기라 할 수 있었던 해방 후에는 이 지역에 미군 군수물자인 

구리와 주석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유기의 재료 공급이 원활하였으며, 전

국 유기수요의 80%를 공급하였다 할 정도의 성황을 누렸다. 이에 따라 당

시 이 지역에는“방 윗목에 紙幣가마니가 나락가마니 쌓이듯이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경북도청 1994) 한다.

 이러한 전국적인 유기업 성세의 분위기 속에서 안성출신 유기 점주(店
主) 중 서울에서 유기점을 운영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종로 화신백화점 

앞에서 유기점을 운영하던 유흥렬은 그 한 예이다(K씨 제보; 서울역사박

물관 2004: 13~14). 유흥렬은 화신백화점 앞의 유기점 외에 1949년 경 서

울 종로2가 14번지에서 안성유기공업사도 운영하였다(『경향신문』 

1949.02.19. 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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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점 운영 관행과 새로운 생산전통의 계승

 해방 후 등장한 안성의 유기점들은 대대로 가업으로 유기점을 했던 집안

이나 일제 강점기 유기점주 또는 장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에 의해 운영

되었던 유기점이 많았다. 가업을 이어 유기점을 운영한 경우는 변윤수(卞
允洙家)의 안신유기제작소, 윤기병가(尹基炳家)의 안성유기제작소, 이백세

가(李百歲家)의 백성유기제작소, 이성순가(李聲淳家)의 삼화유기제작소, 도

정규가의 안성유기제조공장, 김기준가(金基俊家)의 정광사유기제작소가 있

다(金泳鎬 1965: 161~162). 그리고 이들은 대개 유기장인 집안이었다.

 변윤수는 1920년대 변문옥이 운영하던 ‘안신유기상점(安信鍮器商店)’

을 이어 경영하였고, 주물대장으로 1958년경까지 유기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129) 당시 윤기병가는 ‘안성유기제작소(安城鍮器製作所)’라는 

명칭으로 윤기병은 창전동에서, 윤희병은 서인동에서 각각 유기점을 하였

다. 윤기병은 1910년경 생으로 그의 집안은 조부대였던 19세기 말부터 농

업과 겸하여 유기업을 경영하였다. 윤기병의 조부는 찰방벼슬을 했다는 

것을 통해 양반계층으로 유기업에 종사하였던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泳鎬 1965: 157~160). 그는 주물대장130)으로(유기장 J씨: 남 80대 제보) 

1960년대 말까지 유기업을 했으며, 당대에서 유기장을 마감하여 유기업 

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안성시내 서인동에서 백성유기제작소를 운영하였던 이백세는 안성 이씨

였고, 그 관계로 안성의 옛 지명을 따서 유기점을 ‘백성유기’라 했다. 

이백세는 1905년경 생(유기업 종사자 O씨: 남 70대 제보)으로 적어도 1920

년대~30년대 경에는 유기장으로 입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물대

장이었으며, 장인이자 경영자로 유기제작소를 운영하였으며, 그의 동생 

또한 유기장으로 안성 신흥동에서 유기제작소를 운영하였다(유기장 J씨: 

129) 2014년 유기업 종사자 O씨(남, 79세) 제보; 『全國主要企業體名鑑』(1956년판); 『全國企
業體總攬』(1958년판); 『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1959년 조사자료) 참조

130) 대장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관청수공업 체제 중 기술 감독을 이르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용례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현재까지도 장인들 중 기술이 뛰어난 우
두머리 격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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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80대 제보).

한편 이성순가는 27대에 걸쳐 안성에 살며 대대로 유기업을 경영했으며,

이성순(李聲淳, 1904년경 생)은 해방 후 낙원동에서 삼화유기제작소(三和

鍮器製作所)를 운영하였고(『경향신문』 1963.07.13. 기사), 안성시장에 유

기상회를 가지고 직접 소매까지 했다(유기장 J씨 제보). 이성순은 주물대

장으로 삼화유기는 가질대장이었던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다가 아들 대에서 

유기업을 그만두게 되었다.131)

 도정규가는 19세기 중엽 약간의 농사를 겸하며 수십 명의 유기장들을 고

용하여 대규모로 유기업을 경영하였다(金泳鎬 1965: 157~160). 1880년대부

터는 도정규가 가업을 이어 안성읍 동리(東里)에서 “안성유기제조공장”

을 하며, 유기제조와 도소매 판매를 겸하였다(김태영 1925: 광고문). 도정

규는 점주이자 장인으로 주물대장이었으며(유기장 J씨 제보), 후대에 유기

업을 계승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정규 대에서 유

기업을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누대에 걸쳐 유기장을 하였던 집안 중 김기준가(金基俊家)는 본래 경상

도 출신으로 윗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김기준은 1920년대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安城鍮器製造株式會社)에서 주물대장으로 일했고(안

성군 1992: 23~24), 해방 이후 안성시내 봉남동에 정광사유기제작소(正光社

鍮器製作所)를 설립하여 유기업을 이어갔다. 이후 아들 김태화가 아버지

의 기술을 전수 받아 주물대장으로 유기업을 이었다가 1950년대 말 경 유

기업을 그만두고 술 등 잡화 소매상을 하였다(유기장 P씨 제보). 따라서 

김기준가도 아들 대에서 유기업을 그만두게 된다.

이외 본래 경상도 출신인 주물대장이었던 P씨(남, 81세)의 아버지도 주물

대장으로 봉남동에서 유기제작소를 운영했다. 선대에 경상도에서 유기장

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안성에서는 P씨를 비롯하

여 아들 2명이 유기장의 길에 입문했다는데, 활동을 길게 한 것은 P씨로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유기업 종사자 O씨 제보).

131) 삼화유기는 현재 80대 유기장들의 기억에는 이관익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으로 기억된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관익은 이성순의 이명(異名)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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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몇 대에 걸쳐 유기업에 종사한 집안 외에 당대에 입문한 유기장

이 운영했던 유기점들도 있었다. 김영배는 충북 괴산이 고향으로 아버지 

대였던 일제강점기에 안성으로 왔다. 그는 윤기병의 유기공장 등에서 부

질대장으로 일하다 해방 후 금성유기제작소(金成鍮器製作所)를 설립하였

다. 김영배는 1960년대 초까지 금성유기제작소를 경영하였으며, 집안에서 

유기장의 길은 조카인 Jt씨로 이어졌으나 Jt씨도 유기업의 쇠퇴로 전업하

게 되어 결과적으로 당대에서 유기장의 길을 접게 되었다. 이 외 유기점

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으며, 금산동 형제유기제작소 등 장인이 

아닌 경영주로서 유기점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시장 쌍둥이형제 제보).

 당시 안성의 유기점들에서는 모두 식민지 시기 특화된 주물제작법으로 

유기를 제작하였다. 각 공장의 작업장은 크게 부질간과 가질간으로 나뉘

었는데 부질간은 원료를 배합하여 쇳물을 녹이고 이를 틀에 부어 기물을 

성형하는 작업장이고, 가질간은 성형된 그릇을 깎아 고르고 윤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부질간은 1칸에 대장1명 조수1명 풀무질 1명해서 3명

이 한조로 일했고, 가질간은 1칸에 1명씩 일했으며 거친 가질과 정밀한 

가질로 나누어 한 공장에 2칸 정도 갖추고 있었다. 그 외 정리 작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각 유기점 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어 유기 제작 1조는 

보통 5명 남짓한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방 후 안성에서는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가 가장 큰 규모의 유기점

이었다. 당시 안성유기제작소는 부질간 5칸, 가질간 7칸에 총 인원이 30

여명 정도 되었다(유기장 J씨‧D씨 제보). 김영배의 금성유기는 부질간이 2

칸에 6명, “시아개”라 해서 처음 주물로 나온 기물을 다듬는 장인이 2

명, 거친 가질 2칸에 2명, 고운 가질 2칸에 2명해서 총 인원 12명 정도가 

일을 했다(목물장수 Jt씨 제보). 그리고 이백세의 백성유기는 부질간이 3

칸, 가질간이 3칸으로 인원은 15명 내외 되었을 것이고, 삼화유기는 부질

칸 4칸을 운영하여 총 인원이 20여명 되었다(유기장 D씨 제보). 따라서 

1940년대 후반 안성에서는 각 유기점이 10 ~ 30여명의 인원으로 운영되어 

30여개의 유기점이 있었으니 최소한 300여명 이상의 유기 장인들이 활동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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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상품의 
종류

상품
명

형 태
크 기
(㎝)

특 징132)

○정광사  

주발, 

대접 등 

식기 

대접
13.2*4

1*4.5

바닥에 실굽이 있는 대접,
“안성맛침 正”이라는 상표를  
새김. 

○광안사

주발, 

대접 등 

식기 

대접1
15.2*

47.5*7

실굽이 있고, 뒷면 중앙에 
원형으로 “안성맞침 光”자가 
양각되어 있으나 ‘안’자와 
‘맞’자는 마모가 심함.

대접2
15.2*

47.5*7

대접1과 유사하나 대접 안쪽  
광이 살아 있으며, 후면 상표
에 ‘침’자의 마모가 심한 것

[표 4-3] 해방 후 안성유기점 상품(안성 K문중 사용 유기를 중심으로)

 당시 대부분의 안성 유기점들은 해방 후 수요가 많았던 주발·대접 등 

그릇을 주요생산품으로 했다. 김영배의 조카로 장기간 금성유기에서 일했

던 목물장수 Jt씨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릇 주발·대접을 주로 생산했다. 제기는 많이 안했다. 제기는 만들기도 까
다롭고, 주발·대접 만드는 것만도 바쁘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이 들어오면 제
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장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장인 1인이 부질대장이면 부질만하고, 가질대장이면 가질만하여  

상호협업으로 기물을 생산했으며, 그 생산품은 거의 주발·대접이었다.(당

시 유기장들 제보) 그리고 이 시기 유기점 중에는 주발․대접에 문구를 

새겨 기념품이나 답례품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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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점.

○백성유

기제작소

주발,

대접 등 

식기,

기념품 

 

기념

품 

주발

11.5*
6.5

백일기념주발.
뚜껑 중앙에 ‘축 祝’이라 새
기고, 주변으로 ‘백일기념 수
복 百日紀念 壽福’이라 새겨 
백일 맞은 아이의 수명과 복을 
기원. 일반 주발에 비해 유아
용으로 크기가 작은 것이 특
징. 바닥에는 “안성맞침 白城
鍮器 白”이라 상표가 새겨져 
있음(안성맞춤박물관 2011: 15). 

○삼화유

기제작소

주발,

대접 등 

식기, 

기념품 

주발1  실굽이 있으며, 바닥에 “和 
안성”(주발1) “안參”(주발
2)이라는 상표를 통해 삼화유
기 제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
음.주발2

기념

품 

주발

11.2*4

뚜껑 위쪽에 “돌맞이”라 새
긴 선물용으로 만들어진 주
발. 바닥에 “안參”이라 상표
가 새겨져 있음(안성맞춤박물관 
2011: 15).

  그 외 

 유기점
합

합: 
5.3*
10.8*
38
뚜껑: 
2.3*
11.3

크기가 크지 않고 굽이 없는 
형태. 바닥 중앙에 “안성맞  
춤”과 상호의 약자가 합쳐진 
상표가 새겨져 있지만, 마모
가 심해 알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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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
15.9*4
8*5.7

실굽에 곡선이 살아 있는 형태, 
바닥에 “안성 ●●●●”이라
는 상표가 새겨져 있음.

대접
받침

18.6*
58.7*
2.6

 안쪽 바닥 가장자리 쪽으로 두 
개의 원이 음각되어 있음.

해방 후 일상생활유기 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였다. 안성유기제작소는 일상생활용 주발·대접을 제작함은 

물론이요, 1948년경에는 “각 관공서·단체·개인의 기념품, 상품(賞品), 사례

품(謝禮品)을 특별 취급”한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주력 판매상품

으로 하였다.133)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의 광고문에는 당시 안성

유기제작소의 판매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안성유기제작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던 식기·제기(목물장수 Jt씨 제보) 등 조선시대 이래 

대표적인 일상생활용 유기상품에 대한 것은 광고 문구에 취급 상품으로 

넣지 않고, 주력 판매상품으로 할 각종 기념품·상품(賞品)·사례품만 취급

상품으로 게재하였다. 아울러 총판매원을 서울 동화백화점에 두고 판매시

장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Noted Product in Korea. Souvenir” 라는 문구

를 첨가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문화상품인 기념품의 영역을 개척하고,

외국인들도 고객층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동아일

보』 1948년 4월 27일 및 4월 30일 광고문에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鍮器界의 元祖 安城鍮器製作所”, “品質絶對保證”, “絶對責任지는 保證書

添附”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안성유기제작소 상품의 진정성과 품질을 전

132) 모두 안성맞춤박물관 소장품이다.
133) 『경향신문』 1948.01.17; 01.21; 02.19; 『동아일보』 1948.01.29; 01.31; 02.06; 02.18; 

02.27; ; 03.23; 04.02 광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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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경향신문』1948.1.22. 광고문 [그림 4-2]『동아일보』1948.04.30. 광고문

통담론에 기대어 한층 더 강조하였다(『경향신문』 1948.04.27; 04.30 광고

문).

 이러한 전략은 1950년경까지 지속되어 『안성대관』의 광고문에는  “紀
念品, 贈答品, 表彰品 專門”이라는 문구를 크게 쓰고 있다. 또 직접적으

로 외지판매소(外地販賣所)를 미군 PX에 두고 수출상품을 판매했으며 상

품의 후면에는 “안성맞임 尹 KOREA”라는 상표를 새겼다.134)

 안성유기제작소의 이러한 전략은 안신유기상점, 영창유기상점, 안성유기

제조공장 등 일제 강점기 몇 남지 않았던 안성 유기점들의 생존을 위한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전통적인 유기상품 외에 신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기념품과 신식 생활용품을 생산·판매하고, 특약점

을 모집하여 판매처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해외수출을 꾀하였던 안성유기

제조주식회사의 사업전략을 많은 부분 공유하였다. 이러한 점은 윤기병이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의 산물일 것으로 보인다.(『동아

일보』1934.08.09. 기사) 또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 설립을 도모하였던 윤

상은의 영창유기상점 상표인 “永”을 자신의 상품에 새겼던 것(2004년 

유기장 K씨 제보)으로 보아 윤기병이 윤상은의 후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윤기병은 전통담론의 활용, 근대화 된 상품생

산에 따른 유기의 상품가치 고취, 변화된 시대에 맞춘 다양한 판매 전략

134) 당해 상표가 안성유기제작소의 상표임에 대해서는 2014년 유기장 D씨의 제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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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사하는 등 식민지 시기 형성된 안성유기 생산‧판매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상품 뒷면에 “KOREA”라는 상표를 새기는 것은 해방 후 해외에 수출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던 것인데135), 이러한 행보를 함께 한 것은 변윤수

의 안신유기제작소였다. 여타 자료의 부재로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

으나 안신유기제작소의 상표였던 “信”과 “안성맞침 KOREA”가 결합

된 상표(표 4-6 참조)를 통해 볼 때 안신유기제작소에서도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 상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신유기제작소는 일

제 강점기 변문옥이 운영하던 유기점을 이어온 것이니 식민지 시기 유기

점 운영의 경험을 살려 이러한 행보를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안성유기점들은 그 참여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삼화유기의 이성순을 

조합장으로 해서“안성유기제조조합(安城鍮器製造組合)”을 결성하고 있

었으니(金台榮 1950: 광고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유기점들은 안성유기제

작소의 수출전략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안성유기점들의 상품 판매방식은 별도의 판매점을 가지고 있거

나 공장에서 직접 판매했고, 이 둘을 겸한 경우도 있었다. 윤기병의 안성

유기제작소의 경우는 앞 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의 백화점, 미군 PX 등 다

양한 판매점을 갖고 있었고, 삼화유기도 자체 판매점을 갖고 있었다. 이

외 자체 판매점을 갖고 있지 못했던 유기점에서는 보부상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유기 행상인 도부꾼136)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

다.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의 경우에는 도부꾼들이 상품 판매를 하지 

않고,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외무사원 경험이 있는 K씨가 판매를 도맡

아 동 회사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근대적 판매 방

법 중 하나였던 외무사원제도까지 계승하고 있었다(목물장수 Jt씨 제보). 

남아있는 유물로 보아 식민지 시기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와 안성유기제작

135) 2014년 유기장 D씨 제보, 광고 문구를 통해 볼 때 당시 수출은 직접적인 해외수출    
  보다는 미군 PX 등을 통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136) 당시 안성에서는 도부꾼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로 전라도 등지의 사  
  찰로 가지고 다니면서 보름정도 단위로 많은 양의 유기를 판매하고 돌아왔다.(목물장수 
Jt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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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차이점은 전자가 근대화 된 새로운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과 기념품

을 생산했던 것에 반해 후자의 기념품 등은 크게 보면 식기 생산의 연장

선상에서 그 후면에 기념 문구를 첨가한 점에 있을 것이다. 한편 해방 후 

서울에서 유기점을 운영하였던 안성출신의 유기점주 유흥렬도 자신의 상

품으로 가정용품과 함께 각종 기념품·답례품 등을 제작·판매하여(『경

향신문』 1949.02.19. 광고문) 식민지 시기 형성된 안성유기 생산․유통 전

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방 후 안성유기점과 안성출신 장인이나 경영인이 운영하던 타

지의 유기점들은 안성맞춤유기의 전통을 이어가며, 이를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통성․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아

울러 식민지 시기 형성된 근대화 된 생산방식과 상품생산, 판매전략 등을 

계승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스스로 근대화하는 전략을 잃지 않고 안성유기

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응 전략은 식민지시기에 비해 

민족·전통 담론을 강조하고 있었다. 

3) 안성맞춤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18세기경부터 안성유기는 안성맞춤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했으나 이를 영

업 전략에 활용한 것은 일제 강점기 일본산 사기에 밀려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안성 유기장들의 활동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유기점을 운영하고 있던 유기장들은 안성유기의 명성에 기대어 자신

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전통담론을 활용했다. 이러한 전략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변문옥의 안신유기상점이다. 이후 1928년 설립된 안성유기

제조주식회사에서는 장구하게 이어져온 우수한 안성유기의 전통을 이어가

고 있음을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각

시켜 당사 상품에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안성

유기제조주식회사는 식민지 하 외래문물에 밀려 유기뿐만 아니라 토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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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체가 그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조선의 산업

과 조선인의 삶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조선물산장려운동과 발

맞추어 안성유기의 민족적 전통성뿐만 아니라 품질의 우수성까지 담보해 

줄 수 있는 용어로 “안성맞춤”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광고문 첫머리에는 우선 ‘안성맛침’의 유래를 설명하며 안성유기가 쌓

아온 전통을 집약하는 용어로 이를 선택하였고137),  안성유기는 ‘안성맞

춤유기’로 명명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안성유기의 전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로서 ‘안성

맞춤’의 활용은 해방 후 급격히 늘어난 안성의 유기업계로 이어졌다. 해

방의 기쁨에 고조되어 민족문화와 전통이 강조되던 시대적 조류 속에 전

국적으로 유기점들이 확산되어 호황을 누리게 되자 안성의 유기점 점주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성맞춤’의 명성을 자

신의 상품에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를 

비롯한 안성 지역 내 유기점이나 안성출신 유기장이 운영하는 타 지역 유

기점의 광고에도 “안성맟침 안성유긔” ․ “안성맞츰유기” 등 안성유기

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안성맞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들 찍었다. 그거(안성맞춤) 안 찍으면 팔리지가 않는다” - D씨
“안성맞춤은 다 썼다” - 쌍둥이 형제
“늘 좋거나 나쁘거나 안성사람은 안성마춤이라고 불렀으니까”  - P씨

 아울러 안성유기장들의 제작품에는 “안성맟임 尹”․“안성맞침 光”․
“안성맟임 廉”ㆍ“안성맞침 白城(?)鍮器 白”ㆍ“안성맛침 正”등 안성

맞춤과 자신의 상표나 상호를 함께 명시하여 안성맞춤은 안성지역에서 생

산된 유기임을 나타내는 지역제품 브랜드가 되었고, 각 제작점의 상표나 

상호는 제작자를 구분해주는 정도의 역할만을 할 뿐이었다.

137) 『동아일보』 1928.09.21.; 09.28; 10.12; 10․18; 10.26; 11.08; 11․15; 11․20 광고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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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유기제작소 
“안성맟임尹”  

정광사유기제작소 
“안성맛침 正”

광안사유기제작소  
“안성맞침 光”  

염창석 유기점 
“안성맟임  廉”

[표 4-4] 상품에 새긴 각 유기점의 상표

“안성맛침” “안성맛침유기” 

[표 4-5] 안성맞춤 유기 

명문

 그리고 상품 뒷면에 표시하는 명문에 상호나 상표 등은 넣지 않고 “안

성맛침” ․ “안성맛침 유기”라고만 새기기도 해 안성유기임만 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안성맞춤이라 길게 쓰지 않고 “마침유기 광○유기점 

품질보증”138)이라 하여 안성맞춤을 줄여서 맞춤만 쓰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이거나 수출품의 경우에는 여기에 

‘KOREA’를 더 넣어 “안성맞임 KOREA 尹” 이나 “안성맞침 KOREA 

信”으로 명문을 새기거나 상표나 상호는 없이 “안성맞임 KOREA”만 

새기기도 했다. 

138)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운현궁 생활유물’ 갱기 명문 참조. 유기장 K씨에 의하면 이 유기
는 김경만이 운영하던 “光”유기점이라 하나(서울역사박물관 2004: 13~14) 『안성대관』(김
태영 1950: 57~58)에 의하면 김경만이 운영하던 유기점은 “광안사유기제작소”이며, 이 
유기점 상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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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임 尹 KOREA”  “안성맞침 KOREA 信” “안성맞임 KOREA”

[표 4-6] 수출용 유기의 안성맞춤 KOREA 상표

 이렇게 ‘안성맞춤’은 다양한 형태로 표기139)되었지만 안성유기장들에

게 있어 자신의 상품에 정통성을 부여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한껏 올릴 

수 있는 기재로 사용되었다. 

 안성맞춤의 명성을 통해 자신의 상품 가치를 고취하고자 하는 전략은 서

울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안성출신 유기장들에게도 나타난다. 종

로에서 안성유기공업사와 안성유기상회를 운영하던 유흥렬은 운현궁 생활

유물인 갱기를 비롯하여 자신의 상품에“劉票 안성맟임”, “劉票 안성맞

춤 保証品”140), “劉票 안성맛침 안성유기商會 保証品”(안성맞춤박물관 

소장 대접 명문)이라는 명문을 새겼다. 그는 1949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

의 광고문을 통해 1924년 영창유기상점에서 사용하던 문구인“鍮器界의 

覇王”을 사용하며, 바로 아래에“안성맞츰유기”라 하여 안성맞춤유기가 

유기계의 패왕임을 나타내주고, 상호에 “안성유기”를 집어넣음으로 이

를 자신의 유기점으로 끌어온다. 더불어 자신의 상표는 “劉票·안성맞

춤·保証品·안성유기공업사”라 그릇 뒷면에 주입되어 있으니 이 상표를 

보고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 

139) [표 4-4] ~ [표 4-6]까지의 명문유기는 안성맞춤박물관 소장품이다.
14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이 기명에는 “단기 四二八一年 十月 제조”이라 새겨져 있어 유

흥렬의 활동시기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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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경향신문』1949.02.19. 

안성유기공업사 광고문

[그림 4-3] “劉票·안성

맛침·안성유기商會․保証
品” 명문(안성맞춤박물

관 소장품)

“안성맟침 종로만물 
종로2가 14”      

“안성 품질보증 종로 
萬 만물 종로二가 14”

[표 4-7] 종로만물 

안성맞춤 유기

(안성맞춤박물관 소장품)

 안성유기공업사와 같은 주소인 종로 2가 14에 종로만물이라는 상호를 가

진 상점의 그릇에도 “안성맟침 종로만물”, “안성 품질보증 萬 종로만

물”(안성맞춤박물관 소장 대접 명문) 등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는 안성유기공업사가 후에 종로만물이 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당시 안성출신 유기장이나 유기점 점주

들은 “안성맞춤” 이나 “안성 품질보증” 등 안성맞춤 유기와의 연관성

을 드러내어 자신의 상품에 장구한 전통과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내려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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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밑면      “안성·보증품·평택형제
상회”명문

[표 4-8] 

평택형제상회 명문유기

(안성맞춤박물관 소장품) 

이러한 안성맞춤의 명성에 기대고자 하는 유기장들의 노력은 안성뿐만 아

니라 안성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품의 명문에도 등장했다. 

“안성맞춤 안성유기”를 연상케 하는 “특상품 안성유기점 정읍시장”등

의 문구를 새기기도 하고, “안성 보증품 평택형제상회”라 하여 안성의 

보증품임을 나타내기도 해 안성유기의 명성을 자신의 상품에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실제 안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

는 상품도 있었을 것이다.141)

“다른 데서도 안성맞춤 많이 찍었다. 천안서도 안성맞춤 찍었다. 안성맞춤 
써 있어도 안성유기 아닌 거 많다.” - 유기장 D씨

 또 “水原 맛침”, “大光 맛춤”, “朴○○ 맛침” 등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와 맞춤을 결합하여 안성맞춤의 명성을 그 상품에 부가 하

고자 하는 시도들도 보인다. 유기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해방 직후 장인

들의 이러한 행보는 명품 취급을 받았던 안성유기에서부터 각지의 조악품

에 이르기까지 “안성맞춤”이라는 명문을 새기는 유행을 조성하였다

(『동아일보』1972.11.11일자 기사).

141) 평택형제상회의 유기에는 중앙에 “안성”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고, 안성에도 형제유
기가 있었던 만큼 안성 유기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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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맛침’ ‘大光맛춤’ ‘朴○○ 맛침’

[표 4-9] 각지의 맞춤 유기 명문(안성맞춤박물관 소장품)

이 시기 범람했던 ‘안성맞춤’으로 인해 안성맞춤이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1928년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에서 

시작된 안성맞춤의 브랜드화 전략은 해방 후 안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

기 전체에 사용되어 이 지역 유기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러나 안성출신으

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기장이나 타 지역의 유기장들까지 안성맞춤을 

자신의 브랜드화 하여 독점적 지역브랜드의 지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1980년대 초 K씨의 유기점에서는 안성맞춤을 자신의 상표로 하고자 특

허청에 상표등록을 추진하여 “안성마춤”을 상표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

나 ‘안성’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까닭에 타 지역에서는 쓸 수 없지만,

안성지역 내에서는 K씨 유기점 뿐 만 아니라 누구라도 쓸 수 있어 이후 

명실공히 안성지역 유기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해방 후 안성지역 생산

품이면 어떤 것에나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타 도시의 안성 출신 장인

들 및 안성과 무관한 유기장인들 마저도 사용할 수 있었던 안성맞춤 브랜

드는 특허를 통해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의 독점적 브랜드가 되었

다. 

따라서 안성지역의 유기점 점주들은 누구나 안성맞춤을 자신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는 “안성공예”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유

기점이 “안성맞춤전통유기”가 되었으며, 안성맞춤을 상호나 상품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안성으로 이전해 오는 유기점도 생겼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안성맞춤은 이제 유기판매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상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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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브랜드가 판매에 도움이 많이 돼서 안성으로 왔다” 
  … 유기장 Jk씨 

“(상품이나 상호에 안성맞춤 붙이는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계속 써야
지”                                                           

 … 유기장 G씨
“(안성맞춤)말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홈쇼핑에서는 
안성맞춤 못 쓴다. 그런 거 함부로 썼다 큰일 난다.”             

… 유기장 Kj씨

 이제 외지에 있는 안성출신 유기장들은 안성맞춤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

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성맞춤”이라는 상

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안성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성유기”․“안성유기공예” 등 상호명에 안성만을 넣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통해 안성맞춤의 명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

이다. 그러나 그 효과도 상당한 것이라 한다. 시흥에서 안성유기공예를 

운영하고 있는 Ys씨는 “‘안성맞춤’은 안성에서 상표등록해서 사용하

지 못하고, 이 상호를 사용한 것이 7~8년 되었는데 인지도가 높아서 도매

로 거래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17세기경 등장하여 18세기 중반 그 명성이 자자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안성맞춤’은 식민지시기였던 1920년대  ‘조선물산’에 대한 환기 속에 민

족의 전통인 옛 안성유기의 명성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폭되어 안성을 비롯하여 이 명성을 이어

가고자 하는 전국 유기점에 의해 적극 활용되었으며, 안성맞춤은 이제 안

성지역 유기의 대표브랜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 농산물 상표화 

정책에 의해 2001년 안성시 우수농산물 브랜드로 ‘안성마춤’이 탄생하게 

되면서 안성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 아

울러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사업 및 안성시의 표어․로고(Logo),

각종 시설 명에도 안성맞춤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민간단체의 

사업에도 안성맞춤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맞춤은 안성지역 지

배엘리트나 민중들에게 그 정체성과 관련된 대표 전통으로 자리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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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의 실천을 제약하는 하나의 구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안성유기

장에게 있어서는 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창조적 실천의 견

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해방 후 입문 장인들의 생활인으로서의 삶

  : 장인들의 입문경위와 그 정체성의 단속(斷續)을 중심으로 

유기점이 성황을 이루었던 만큼 이 시기에는 유기장으로 입문하는 사람

도 많았다. 이 때 유기장은 임금이 높아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 인

기가 좋았다고 한다(안성유기장들 제보). 유기장들은 대개 처음 입문해서

는 풀무질을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부질이나 가질 기술을 배우게 된다. 

부질의 경우 기술자인 대장의 조수로 1년에서 수년간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워 기술자가 된다. 조수는 대장이 부질을 할 수 있게 화덕에 불도 피워

주고, 풀무질도 해주며, 주물 작업에 사용하는 흙(갯토)도 깨준다.

 현재 80대의 유기장들은 이 시기에 입문하여 생존자 중 안성유기장 1세

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물대장으로는 D씨, P씨가 생존해 있고, 가질대장

으로는 N씨, J씨, Q씨 등이 있다. 이 시기 입문하여 유기장으로 큰 족적

을 남긴 것은 D씨와 P씨다. D씨(남, 1932년 생)는 부질대장으로 현재 유

기장들 사이에서 박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평

가 받는 인물이다. 그는 16세(1947년)에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에서 유

기장으로 입문하였다. 여기서 2개월 정도 일하다 변윤수의 안신유기제작

소로 옮겨 1년여 정도 있으면서 부질기술을 완전히 익혀서 나왔다. 그 뒤 

삼화유기 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다. 그가 처음 배운 것은 해

방 후 각광을 받았던 주발·대접 등 식기‧제기 제작기술이었다. 그는 안성

에서 10여년을 일하다 서울로 가게 된다. 6.25 이후 서울에서는 해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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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맞춘 공예품 생산·수출이 한창이었다. 그는 탁광윤(卓光潤)142)이 점

주였던 동화공예산업사(東華工藝産業社)(1956년판 『全國主要企業體名
鑑』)에서 4년여 일하며 고난이도(高難易度)의 공예품 기술을 익혔다. 동

화공예에서는 해외 수출용인 커다란 원형의 벽걸이 장식‧쟁반‧대형 화병‧주
전자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만들었다. 서울에서 익힌 그의 

공예품 제작 기술은 유기 식기나 제기가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1960 ~ 70

년대 안성유기점의 수출용 공예품 제작에 크게 기여했다. 유기장들 사이

에서는 식기나 제기보다 이러한 공예품 제작을 상당히 고도(高度)의 기술

로 인식했다. 그는 자신이 공예품 기술자였음을 강조하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화 과정 중에 자주 드러난다. D씨는 1970년대 천안‧충주와 전

라도‧경상도 등 전국을 돌며 일하다 70년대 말쯤 건강상의 문제로 조적(租
積)일을 배워서 전업하였다.143) 유기장의 길을 접기 이전 그의 주요 이직 

사유는 일하던 유기점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금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144)

 P씨(남, 1934년생) 역시 안성 유기장들 사이에 부질대장으로 기술이 뛰어

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세경이었던 1950년대 초반 김태화가 운

영하던 정광사유기제작소(正光社鍮器製作所)에서 유기장의 길에 입문하게 

된다. 이후 정광사는 문을 닫고 동업으로 정광사를 운영하던 K씨가 공장

을 내게 되자 이 유기점에서 줄곧 일하며 공장장까지 지냈다. P씨는 약간

의 농업을 겸하며 유기장의 길을 이어갔다. 그는 고색 처리한 불상 등 모

조골동품을 제작하는 기술이 있었다. 1970년대 초 문화재관리국에서 관광

상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장려한 정책에 힘입어 K씨의 공방에서는 불상 

등 모조골동품을 제조‧판매하였다. P씨는 K씨 유기점에서 모조골동품을 

제조하였고, 이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제조․판매를 지속했다. 그러다 자

신의 제작품이 도난품과 같은 것이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

142) 탁광윤은 평안북도 정주군 청정리 출신으로 남한에서 북한식 양대공장을 운영하던 탁
창여(卓昌汝)의 장남이다.(유기장 L씨 제보) 

143) 당시 유기제작 과정 중에는 그을음질 할 때 경유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발생하는 연기
(매연)는 부질 장인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였다. D씨도 그로 인해 전업을 한 경우이
다.

144) 유기장 D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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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게 되어 유기장을 그만두게 된다(안성유기 관계자들 제보).

 가질대장 중 가장 연장자인 N씨(남, 1928년생)는 원래 고향은 충북 음성

이다. 그는 1944년 안성으로 이사와 17세 ~ 18세경(1944 ~ 1945년경) 백성

유기제작소에서 유기장으로 입문하게 된다. 처음에는 조수로 풀무질을 했

으며, 얼마 후 당시 70세정도 되는 가질대장에게 가질을 배웠다. 이렇게 

백성유기에서 1년여 정도 일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안성을 떠나 청주, 서

울 등지에서 가질대장으로 장인의 길을 이어갔다. 6.25 즈음 군에 입대하

여 장인의 길을 중단하였다가 제대 후 안성 K씨의 유기공장에서 다시 장

인의 길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 유기장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일을 접고 장을 돌며 자전거 행상으로 쌀장사를 했다. 이후 유기

장과 쌀장사를 겸하다가 연로하여 일손을 놓게 되었다(N씨 제보). 

 가질대장인 J씨(남, 1934년생)는 초등학교 졸업 후 15세경 변윤수의 안신

유기제작소에서 유기장에 입문하여 가질을 배웠다. 여기서 1년 여 일한 

후 정광사에서 장인의 길을 이어갔고, 이후 중간 중간 일을 쉬었던 약간

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다른 장인들과 달리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K씨 

유기공장에서 줄 곧 일하였다. 그러다 73세경 연로하여 유기제작에서 완

전히 손을 놓았다.(J씨 제보)

 가질대장인 Q씨(남, 1934년생)는 20세경(1953년 경) 정광사에서 유기업에 

입문하였다. 그 후 1956년 입대로 인해 장인의 길을 중단하였고, 1959년 

K씨 유기점에서 다시 가질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는 K

씨 유기점이 부도나자 장인의 길을 접고 자전거에 성냥·잿물·간수 등 

물건을 싣고 시골로 다니며 행상을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다시 K

씨 공장에서 가질대장으로 장인의 길을 재개했으며, 이후 임금 등 경제적

인 문제로 부천·수원·순천으로 돌아다닌 몇 년을 제외하고 줄곧 이곳에

서 일했다. 1990년대에는 소음으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하여 건강상의 문

제로 유기업을 접고, 농업으로 전업하였다.(Q씨 제보) 이외 금성유기제작

소 김영배의 조카였던 Jt씨(남, 1935년생)도 14세 경 유기업에 입문하여 윤

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 등에서 7~8년 정도 풀무일을 했으며, 1956년 경 

유기가 사양산업이 되자 그만두고 작은 아버지를 따라 목물장사로 전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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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Jt씨 제보).145) 

 이들보다 연배가 조금 낮은 70대 정도 되는 유기장들은 현재 생존자는 

거의 없다. 주물대장으로 소복동·이상덕(1940년 경 생)·유영철·조순

만· 김서영 등이 있었으며, 가질대장으로는 이재덕·김병열·양상복 등

이 있었다. 소복동은 생존했다면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어려서부터 유기 

일을 시작하여 중간에 서울·순천 등지에서도 일했지만, 안성 K씨 유기점

에서 가장 오래 일했고, 40여년 정도 주물대장의 길을 지속했다. 그러다 

유기제작 시 발생하는 경유 그을음으로 인해 신병을 얻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유기장의 길을 접었으며, 2009년 경 사망하였다. 소복동의 동생 Bg

씨(남, 1945년 경 생)도 17세(1960년대 초)경부터 형의 조수로 유기장의 길

에 들어섰다. 그리고 10여년을 형의 조수 일 하다 부질대장이 되어 안성 

K씨 유기점에서 주물대장으로 4년 정도 일했다. 그 후 임금이 많았던 서

울로 옮겨 1년여 일한 후 앞 서 언급했던 유기 제작 시 발생하는 경유 그

을음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유기장의 길을 접고 당시 붐이 일

었던 건설업으로 전업하였다(Bg씨 제보). 

 지금까지 살펴 본 장인들의 삶을 통해 볼 때 1940년대 중후반 ~ 1950년

대 경 점주가 아닌 일반 장인들의 입문 경위는 주로 생계를 위해서였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력이 높지 않았던 이들은 수공업이 

발달한 안성에서 쉽게 장인의 길로 입문할 기회가 많았다. 앞서 밝힌 대

로 유기 제작 일은 연죽제작 등 다른 일에 비해 임금이 많았다. 유기장은 

4일 일하고 5일째 되는 날인 장날에는 쉬면서 화덕 등 작업장 정비도 하

였고, 이날 임금을 지불받았다. 처음 들어가서 조수를 할 경우에는 4일 

일하고 5일째 되는 날 4일 일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숙련 장인인 부질대

장이 된 후에는 생산량에 따라 개당 얼마 씩 해서 5일째 되는 날 4일 분

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반면 연죽장 등 다른 분야 장인들의 경우 처음 입

문 후 얼마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Q씨 제보). 따라서 임금 차이가 

145) Jt씨의 작은아버지는 고향인 괴산에서부터 대장간을 하다 안성으로 왔고, 안성역 앞에
서 몇 십 년 대장간을 계속했다. 그러나 대장간이 잘 안되자 목물장사로 전업하여 낫 등 
직접 생산한 농기구와 각종 목물을 함께 취급하였다. Jt씨는 이 작은아버지를 도와 목물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Jt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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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때문에 당시 장인들 사이에서는 유기장이 선호되었고, 형편이 어려

운 사람들이 유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146)

 이렇게 타 직종에 비해 입문 당시 유기장이 선호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유기장들이 다른 지역이나 타 유기점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 그 이유 또

한 대부분이 임금 때문이었다. 서울 등 타 지역과 안성은 임금 면에서 차

이가 많이 났다. 우선 타 지역에서는 처음 들어갈 때 몇 달 월급을 선불

로 주었고, 그 유기점이 폐업해도 선불은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임금 수준도 서울 등 타지역이 안성에 비해 20~40% 높았다. 또 숙식이 제

공되는 타지와는 달리 안성에서는 숙박은 물론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중

식까지 본인들이 해결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장인들은 서울 등 타지 유

기점으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D씨 등 안성유기장들 제보).

 그리고 장인들이 유기업 외에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나 전업하는 경우 건

강상의 이유147)와 함께 유기업의 쇠퇴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이후 유기업이 쇠퇴하고, 1970년대 무렵부터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게 되자 유기장들은 미장 등 건설 관계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행상이나 농업 등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1980

년대 이후 점차 유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자 다시 유기장의 길을 재개했

다. 이렇게 유기장들이 다른 유기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타 직종으로 이

146) 수공업 장인이 많았던 안성 시내에서 2대 이상 연죽장을 해 온 집안일 경우에도 가족
이 유기장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집안에서는 연죽장보다 유기장하는 것을 선호
하는 경우가 많았다(Q씨 제보). 가질대장이었던 Q씨나 부질대장이었던 Sch씨(남, 1918 
~ 1975년)도 이런 경우이다. 숭인동에 거주하는 Q씨의 집안은 원래 현 충남 아산시에 속
한 신창(新昌)이었는데, Q씨의 증조모 대에 안성으로 이사하여 조부 대부터 연죽제작을 
시작하였다. Q씨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도 연죽장으로 2대째 연죽점을 하였다. Q씨도 
처음에는 연죽 제작을 하였으나 유기에 비해 벌이가 좋지 않아 그만두고 유기장의 길을 
가게 되었다(Q씨 제보). 유기장 Sch씨는 연죽점을 하던 손사천의 아들이다. Sch씨 집안
은 아버지 대부터 연죽을 제작하여 형제 중 동생 2명이 연죽 제작을 하였다. 그러나 
Sch씨는 처음부터 유기장의 길로 들어서 1950년대 말경까지 유기장의 길을 갔다. 

147) 주물기법으로 유기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는 주물과정에서 향남틀 암틀과 수틀에 갯토를 
넣고 본을 떠서 용해된 쇳물을 붓기 전에 표면을 단단하게 하여 쇳물이 잘 흐르도록 그
을음질을 한다. 예전에는 관솔불로 그을음질을 했지만 1950년대 이후 경유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장에 사람이 안 보일정도로” 그을음이 많이 났기 때문에 주물대
장들은 천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하여 장인들은 술· 담배를 많이 했기에 주물
대장들은 대개 단명했다(유기업 종사자 O씨 및 유기장 D씨 등 제보). 이에 따라 이것이 
전직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질대장의 경우 가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
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전직의 사유가 되었다(가질대장 Q씨의 경우). 



- 147 -

직하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 외에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유기장 외에 시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당시 입문하여 현재 안성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숟가락 장인들은 쌍

둥이형제다. 자세한 과정은 뒤에 언급되겠지만 이들 역시 유기장과 마찬

가지로 입문이나 전업, 다시 시장의 길을 재개하는 경우 생활과 관련되어 

경제적인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유기장이나 시장 등 유기 관련 

수공업 장인의 길은 생계와 관련되어 생활인으로서 그 정체성의 단속(斷
續) 속에 이어져 왔다.

 

2. 일상에서의 폐기와 유기의 상품가치 하락

1) ‘사고납’유기의 등장과 상품성 저하

 해방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성황을 이루었던 유기업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점차 쇠퇴의 기운이 드리웠다. 1930년대 경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에서는 

품질의 우수함을 보증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영구불변(永久不變)의 철질

(鐵質)”을 제시하며, 사용 중 변색될 경우 우편료를 포함하여 무료로 교

환해 준다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기록역사박물관 소장 안성유기제조주식

회사 상품도록 사진). 그리고 1949년 유흥렬의 안성유기상회에서도 품질

에 대한 보증서를 상품에 첨부해 주며, “변색절대책임(變色絶對責任)”이

라는 문구를 광고문에 삽입하였다(『경향신문』 1949.02.19. 광고문). 이렇

게 유기의 품질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되는 변색문제는 6.25 이후 유기의 

상품으로서의 지위에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최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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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철질”을 결

정하는 재료의 문제였다. 

 전국적으로 전쟁 후에는 물자가 귀하여 구리와 주석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 여파로 이 시기 유기점에서는 유기제작에 있어 탄피를 많이 사용했다. 

안성에서도 당시 탄피를 사용하여 공예품이나 학교 종 등 인체에 직접 사

용되지 않는 물품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였다(유기장 D씨 제보). 이렇게 탄

피를 원료로 확보하는 것을 통해 유기점들은 전쟁 전의 호황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한국전쟁 직후 경상북도 김천을 중심으로 “사고납 유기”라 하여 

탄피를 식기 제작에까지 사용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사고납은 

김천‧함양 등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유기식기 제작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김천 유기장 W씨 제

보). 탄피는 주로 구리 70%와 아연 30%의 합금으로 만들어지며(금속용어

사전편찬회, 1998), 주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주조

성과 형태를 잡는 가질의 용이성을 위해 탄피에 양은을 조금 배합하여 그

릇을 만들었다(유기장 D씨 제보).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 등 지역에 따라서

는 탄피에 구리와 양은을 합금하는 경우도 있었다(순천유기장 Jh씨 부인 

제보). 이렇게 만들어진 사고납 유기는 “도붓장사”148)들을 통해 전국으

로 팔려나갔다. 탄피는 아연이 섞인 황동으로 전통적으로 식기에는 부적

합하여 잘 사용하지 않던 합금이었으며, 색깔은 노랗고 광택이 나서 보기

가 매우 좋았지만 한 번만 사용해도 까맣게 변색되는 단점이 있었다. 따

라서 그 시절 사고납 유기를 판매하려면 도붓장사는 미리 도망갈 길을 마

련해 놓고 팔아야 했으며, 한 곳에서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징장 A씨 및 유기장 W씨 제보).

 “그래서 6.25 사변 하고 도부장수들이 팔러 가면은 그 마을에 딱 들어가 가지
고 어디로 도망갈 건가 그거 먼저 뚧어 놓고 팔아야 돼” 

(징장 A씨 제보)

148) 도부꾼이라고도 한다. 도붓장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기를 판매하던 행상으로 절
이나 마을로 돌아다녔다.(안성 유기장 Jt씨; 순천의 도부상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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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전라도 쪽에 유기그릇을 팔러 가면 사흘 하고 바로 김
천으로 돌아와야 했다. 도망치는 거지” 

(김천 유기장 W씨 제보)
 

 탄피를 이용한 유기는 그 단점으로 인해 유기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변

색에 의해 닦기 힘들고 사용하기 불편한 식기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헌 놋그릇도 사다 쓰고 탄피 구리 뭐 이런 거 종합해서 만들고 
그 때 이제 나쁘다는 이미지가 들어 간 거야” 

(충주 유기장 B씨 제보)

 1955년 경 안성 시내에는 19곳의 유기점이 있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장

인의 수는 80여명에 이르렀다(『경향신문』1963.07.13. 기사).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등장한 사고납 식기 제작의 풍조는 안성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으며, 그 대표주자는 변윤수의 안신유기제작소였다. 당

시 안신유기제작소에서는 “양은백이”라 하여 탄피와 양은을 합금한 식

기를 제조해 팔았다.(유기장 D씨; J씨 제보) 

“옥천동 변윤수씨가 어디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왔냐면 탄피에다 양은을 넣어
서 하는 이걸 배워가지고 와서 했다. 누가 와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다. 
손님들이 오면 감춰버리고 안 알려준다. 몇 해 그거 잘 팔아먹었다.” 

(유기장 J씨 제보)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제조법을 안성의 다른 유기장들과 공유하지 않아 역

설적이게도 안성유기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이렇게 안성에서는 

사고납 유기의 제작이 늦게 시작되었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도 않았다. 

안성유기장들 사이에서는 “안성맞춤유기 칠굽달이”라는 말이 전한다. 

이를 장인들은 다른 지역 유기는 좋지 않은 쇠를 배합하여 한번 쓰면 변

해서 쓸 때마다 매번 닦아 써야 하고, 안성 유기는 좋은 쇠로 만들어서 

한 번 닦으면 7달을 간다는 것으로 안성유기의 재료가 좋았음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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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말로 풀이한다. 

“그전에 안성맞춤유기라 할 거 같으면 안성맞춤유기 칠굽달이 한 번 닦으면 
일곱 달은 안 닦어도 된다. 주석을 많이 넣고 하면 좋은데 주석이 귀하니까 
놋쇠149)만 하니까 변한다. … 다른 거는 매번 닦어야 되는 거다.” 

(유기장 J씨 제보)

“탄피 … 지금도 혼수품 하는데 그릇 세트로 하는데 사람이 한국에서 받아
먹는 거는 안 받아요. 길이 막힌다. 판매가 안 된다는 거다.” 

(유기장 D씨 제보)

 이렇게 안성 유기장들 사이에서는 양은백이(사고납)를 식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여 안성유기는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유기장 

D씨 제보).

2) 대체상품의 등장과 유기소비의 급감

 

가. 양은․스테인리스의 등장과 일상에서의 폐기

 유기의 상품가치를 퇴색시켰던 변색문제는 유기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1950년대부터 시작된 가정용 연료를 연탄으로 대체하는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경향신문』1953.09.01. 기사) 1950년대 말부터 서

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정용 연료로 연탄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58.09.12. 기사). 유기는 유해가스에 민감하여 공

기가 좋아야 변색이 안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연탄이 각 가정의 

부엌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자 유해가스에 약한 유기는 사고납이 아님에도 

149) 놋쇠는 넓은 의미로 구리에 주석•아연 등 비철금속의 합금이지만 장인들이나 문헌 및 
언론 등의 사용례에 따르면 구리+주석의 합금을 놋쇠라 하기도 하고, 구리+아연의 합금
을 놋쇠라 하기도 한다. 여기서 놋쇠는 구리와 아연 합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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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사고납 유기와 같이 쉽게 녹이 나고 색이 변해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계속 닦아야만 하는 불편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기는 이후 등장

하는 대체품에 밀려 급격히 일상생활용품의 지위를 상실해가기 시작했다

(G씨; L씨; Ys씨 등 유기장들 제보).    

 유기의 대체품으로 먼저 등장한 것은 양은이다. 공식적인 기업체 통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양은은 1956년도부터 등장하여 유기점들을 압도하여 

가기 시작한다. 전국적으로 양은제조업체는 1956년도에는 57개 업체150), 

1957년도에 53개 업체였고(『全國企業體總攬』 1958년판) 1959년도 자료에

연번 업 체 명 주 소 연
번 업 체 명 주 소

1 三和工作所 용산구 원효로 30 華城洋銀工業社 인천시 류동 
2 協信洋銀工業社 용산구 신계동 31 韓一알미늄工業社 인천시 금곡동
3 서울알미늄工場 성동구 하왕십리 32 甲信洋銀工業社 인천시 송림동
4 三協工業社 용산구 원효로 33 朝鮮輕合金工業(株) 부산시 봉래동 
5 承助알미늄鑄物工業社 마포구 공덕동 34 信和洋銀工場 용산구 원효로 
6 三兄商會 성동구 상왕십리 35 平和産業工場 영등포구 본동 
7 高麗鍮器工場 마포구 아현동 36 漢城工業社 중구 동자동 
8 韓美社  마포구 아현동 37 大同工藝品製作所 성동구 하왕십리동 
9 萬里鍮器工場 서대문구 만리동 38 城東商會 성동구 신당동 
10 大元鍮器工場 서대문구 만리동 39 大韓工業社 성동구 신당동 
11 朝鮮鍮器商會 서대문구 충정로 40 昌慶洋銀工業社 용산구 남영동  
12 雲興鍮器工場 서대문구 충정로  41 元興鑄物工場 용산구 신계동 
13 大韓金屬工業(株) 인천시 창영동 42 福信洋銀工業社 용산구 신계동 
14 東和金屬工業社 인천시 도원동 43 元一洋銀工場 용산구 신계동 
15 東邦金屬工業社 인천시 송림동 44 德新洋銀工業社 인천시 신흥동 
16 東洋金屬工業(株) 인천시 송림동 45 松林洋銀鑄物工業社 인천시 송월동 
17 三進工業社 용산구 원효로 46 三共製作所 대구시 인교동 
18 東洋알마이트工業社 성북구 미아리 47 大邱企業社 대구시 칠성동  
19 三興鑄物工場 용산구 문배동 48 保仁輕工業社 대구시 내당동 
20 柳韓美術工藝社 종로구 이화동 49 宜興輕金屬工業社 전남 광주시 누문동
21 興亞金屬工業社 인천시 송월동 50 光州알미늄工業社 전남 광주시 서동 
22 完美製器工場 인천시 송월동 51 裡里洋銀工業社 전북 이리시 화선동 
23 朝鮮輕金屬工業(株) 인천시 신흥동  52 忠北鑄物工場 충북 청주시 남주동 
24 大韓洋銀工業社 인천시 화천동 53 大洋輕金屬工業社 부산시 봉래동 
25 仁珍洋銀工業社 인천시 송월동 54 釜山金屬工業(株) 부산시 봉래동 
26 二和양은工業社 인천시 금곡동 55 地球鐵工所 대구시 계산동 
27 濟物浦洋銀工業社 인천시 송림동 56 서울알마이트工業 종로구 연지동 
28 港進洋銀工業社 인천시 송림동  57 仁光工業社 용산구 청파동
29 三陽洋銀工業社 인천시 류동 

150) 【1956년도 양은제조업체 현황】(1956년판 『全國主要企業體名鑑』 출처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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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5개 업체가 조사되어(『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 1959년 조사자료) 

1956년 ~ 57년 경 가장 번성하였고, 1959년경부터 서서히 양은의 열기도 

식어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통계조사에 누락되거나 영세한 업체까지 

합한다면 실제 양은 제조업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양은이 급격히 성행하게 되자 서울의 “고려유기공장(高麗鍮器工
場)”·“만리유기공장(萬里鍮器工場)”ㆍ“대원유기공장(大元鍮器工場)”

ㆍ“조선유기상회(朝鮮鍮器商會)”ㆍ“운흥유기공장(雲興鍮器工場)” 등 

유기제조업체 중에서는 “유기(鍮器)”라는 명칭을 상호에 그대로 두고 

양은생산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전의 “삼광양은공업사(三光洋
銀工業社)”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유기와 양은냄비를 함께 제조하기

도 했다(위와 같음). 이렇게 양은은 급속히 일상생활 식기로서 유기의 자

리를 대체해 갔다.  

 그리고 1950년대 말에는 양은에 이어 스테인리스가 등장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다(『동아

일보』1957.08.16. 기사). 스테인리스는 1960년대 중반부터 각 가정에서 식

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광택과 녹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으로 “현대문화생활”에 안성맞춤인 것으

로 주부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양은의 뒤를 이어 유기시장을 잠식해 들어

갔다. 심지어 “유기그릇에 일명 ‘메끼’라 하여 니켈 등을 도금해서 스

테인리스로 판매하는 유사품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으니 이에 주의하

라”(『매일경제』1967.02.14. 기사)는 신문기사가 날 정도로 유기의 지위

는 땅에 떨어졌다. 당시의 상황을 아래의 기사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스테인리스」그릇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유기그릇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지
만 아직도 일부 부유층에서나 기왕에 장만해 놓은 가정에서는 유기그릇을 
그대로 쓰고 있는 형편이며 새살림을 꾸미는 가정에서는 모든 그릇을 유기
로부터 「스테인리스」로 바꾸어가고 있다.

(『매일경제』1967.02.14. 기사)

이렇게 양은에 이어 등장한 스테인리스는 일상생활용품으로서 유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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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대체하여 갔다.  

 가정용 연료가 연탄으로 변화됨에 따라 유기는 변색문제로 일상생활용품

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이에 대한 대체 식기로 등장한 양은과 스테인리

스에 밀려 급속히 사양화(斜陽化) 되어갔다. 아울러 당시 등장한 플라스틱

도 양은․스테인리스와 함께 많은 부분 유기의 자리를 잠식하여 갔다(『경

향신문』1948.10.17. 기사). 이렇게 유기는 일상생활에서 폐기되어 갔으며, 

점차 대체품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나. 상품가치 하락과 유기점의 몰락 

앞서 살펴 본 대로 유기가 상품으로서 지위에 현저히 타격을 받고 대체

상품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서 안성유기점들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

다. 1955년경까지 19곳 정도에 이르렀던 안성유기점들은(『경향신문』

1963.07.13. 기사) 1956년 ~ 1957년경에는 현저히 줄어 통계상으로 5개 업

체 정도가 남게 된다(1956년판『全國主要企業體名鑑』;『全國企業體總攬』1958년판 

http://db.history.go.kr 2013.01.02). 규모가 갖추어진 유기점을 중심으로 기록되

던 통계자료상의 허실을 감안하더라도 1~2년 사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1956~7년 경 기록될 정도의 규모가 되었던 안성의 유기업체는 

김기준의 정광사유기제작소, 이성순의 삼화유기제작소, 변윤수의 안신유

기제작소,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 양대길의 대길유기제작소 5개 업체

였다. 그리고 이 보다 2년 경과한 1959년 조사된『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

부』자료에 의하면 안성의 유기업체는 이제 안성유기제작소 한 곳 만이 

남아있어 몇 년 사이 안성유기점은 급속히 쇠퇴하여 겨우 그 명맥만 유지

하고 있는 형상이 되었다. 이렇게 양은백이(사고납) 생산으로 인해 실추된 

유기의 이미지와 연탄 보급에 따른 변색문제는 양은의 확산으로 이어졌

고, 결국 유기점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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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존폐 여부151)

1956 1957 1959.3
正光社鍮器製作所 鳳南洞 328 金箕俊 ○ ○ ×
三和鍮器製作所 樂園洞 403 金鍾學(李成淳)152) ○ ○ △
安信鍮器製作所 玉川洞 48 卞允洙 ○ ○ ×
安城鍮器製作所 倉前洞 127 尹基炳 ○ ○ ○
大吉鍮器製作所 石井洞 391 梁大吉 ○ ○ ×

5개소

[표 4-10] 1950년대 후반 안성유기점 존폐 현황

 1958년 경 김기준의 정광사유기제작소가 폐업을 하게 되자 김서영의 

“영광유기상회”는 그 공장을 인수하여 그 자리에서 유기생산을 시작했

다. 그리고 동업으로 김기준과 함께 정광사를 운영했던 K씨는 새로 별개

의 유기공장을 설립했다(『경향신문』 1963.07.13. 기사 및 유기장들 제보). 

따라서 1959년 경 안성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유기업체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안성유기제작소 외에 이들 유기점이 신생유기점으로 공존하는 형국

이 되었다. 이성순의 삼화유기는 완전히 폐업한 것은 아니지만 1959년경

부터 유기생산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었다(『경향신문』 

1963.07.13. 기사). 이성순은 1961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안성유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구리와 주석 등 원료를 싸게 구입함과 동시에 판매단

일화에 의한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안성유기주식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였으

나 경기부진으로 유기업자들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무산되었다(『경향

신문』 1963.07.13. 기사). 당시 상황을 신문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빛 잃어가는 ‘鍮器時代’ 寵兒 洋銀에 눌려”
‘안성마춤’으로 이름 난 안성의 유기(놋그릇)가 점차 우리 생활주변에서 멀

151)『全國主要企業體名鑑』(1956년판),『全國企業體總攬』(1958년판),『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
(1959년 조사자료) 참조

152)『全國主要企業體名鑑』(1956년판)에는 삼화유기제작소의 대표가 김종학으로 되어 있으나 
1950년『安城大觀』등 이전의 기록과 삼화유기가 이관익이 운영하였다던 안성유기장들의 제보
를 참조 할 때 당시 삼화유기제작소의 대표는 이성순이었을 것이고, 김종학으로 기록된 부분
은 기록상의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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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유기제조공장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李朝시대부터 대를 이어오던 
安城의 유기공업은 2차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성해 安城읍내가 모두 유기공
장지대로 되어 공장연기는 하늘을 덮을 지경으로 번창했던 것인데 지금은 
단 한곳에서만 유기그릇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으로 멀지 않아 자취를 감
추게 될 것 같다.

(『경향신문』 1963.07.13. 기사)

 이렇게 1963년경 유기업계는 완전히 경기가 죽어 삼화상회는 공장문을 

닫고 잡화상을 운영하며 유기 판매만 겸하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존속했

지만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곳은 K씨 유기점 한 곳으로 이마저도 제한적

인 생산이 이루어져 곧 문 닫을 운명을 예감 하는 상태였다. 유기판매 또

한 삼화상회를 비롯하여 시장 잡화상 4곳에서 취급하고 있었지만 가을철 

혼수용 놋그릇 외에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아 이미 생산된 유기를 다 팔

고 나면 안성유기의 맥은 끊길 것이라는 것이 당시 유기 상인들의 전망이

었다(『경향신문』 1963.07.13. 기사). 

 1965년경에는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와 K씨 유기점이 “풍화유기안성

공장”(金泳鎬 1965: 164)이라 하여 유기제작을 하고 있었다. 안성유기제작

소와 풍화유기에서는 연료를 참나무숯에서 조개탄으로 전환하고, 부질이

나 가질 작업에 모터와 선반기를 이용하는 등 작업공정을 많이 현대화했

다. 원료는 주로 “파쇠”라 하는 헌 놋그릇과 탄피를 사용하였으며, 풍

화유기가 더 활발히 생산을 하였지만 생산물은 예전의 식기 종류는 아니

었다.(金泳鎬 1965: 164) 
 김서영의 영광유기는 안성시장에 영광유기상회라 하여 유기상점을 같이 

운영하며, 1960년대 중반까지 유기 제작과 판매를 겸하였다. 그리고 이후 

스테인리스 그릇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유기제작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

다. 김서영은 영광유기상회라는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기그릇을 무

게로 달아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꾸어주며 양쪽에서 이문을 챙겨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안성유기 관계자들 제보). 이제는 유기 제작․판매가 아니라 

유기매입과 스테인리스 판매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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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찾는 사람이 百에 하나도 드물어요 손이 많이 간다지만 몇 백년 묵은 
것도 닦으면 새것이 되는 것들을 몰라요.” 안성읍내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영광유기상회(이름과는 달리 스테인레스제품을 팔고 있는)주인 金西永씨(四
三)가 열 올려 주부들의 게으름을 탓하는 동안 어느 三十代주부가 한보따리 
놋대접을 풀러놓는다. “닦기 귀찮아서” 一근에 一百六十원씩 쳐서 스테인레
스그릇으로 바꿔간다. 

(『동아일보』1972.11.11. 기사)

 이렇게 전통적 유기상품인 식기․제기 등이 사양화되고, 양은․스테인리스

가 대체상품으로 등장하자 이를 주요 상품으로 취급하던 유기점들은 존폐

와 관련하여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기점 점주들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영광유기와 같이 유기의 상품지위 하락과 대체상품의 

등장을 적극 수용하여 활로를 모색하거나 풍화유기와 같이 새로운 유기상

품의 제작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을 뿐이었다.  

3. 관광한국 건설과 새로운 상품지위 획득 : 전통문화상품화

  

 1) 관광 포클로리즘(Folklorism)의 등장

  앞서 언급되었듯이 1950년대 말 이후 전통적인 유기 식기나 제기는 일

상에서 폐기되는 과정을 겪으며, 그 상품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유기 점주를 비롯한 장인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장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그 지속을 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

다. 이러한 대안 모색 과정은 대부분의 안성 유기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1960년대부터 정권에 의해 추진된 관광 포클로리즘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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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1961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지상주의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

았고(朴正熙 1963: 244~292), 이러한 정책 속에 근대화․산업화는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선결 과제로 등장하였다. 아울러 식민지 근대화 과정을 겪은 

대부분의 비서구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근대화는 서구화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전통이라 규정되는 

대부분의 토착 생활방식과 문물들은 근대화를 위해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전근대와 근대는 극명한 대립구도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전반에 걸친 근대화 과정 속에 일상에서 거의 폐기되

어 가고 있던 유기가 상품으로서의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근대

화 된 상품으로 거듭나야 했고, 근대와 유기의 이러한 만남은 정권에 의

해 추진된 경제건설을 위한 관광정책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관광은 “선진 개발국들”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전세계적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관광발달은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Marie-Francoise Lanfant 1980: 19; 전경수 1994: 5 재인

용)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박정희 정권 하의 관광산업은 수출입국을 지향

한 경제정책에 따른 외화획득을 위한 황금산업으로 인식되었다.    

 “觀光産業을 外貨稼得면에서 보면 일반 輸出産業의 58%에 비해 92%라는 
높은 稼得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輸出立國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무형수출산업으로 크게 脚光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1972.11.09.일자 기사)
    

 박정희 정권의 관광진흥정책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 6월 

정부는 관광을 위한 외자도입 및 차관을 적극 권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一일 하오 김(金光玉) 교통부장관은 앞으로도 관광사업을 적극 진흥하겠다
는 요지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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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외국인의 관광여행을 적극장려하며 관광여행을 하고자하는 외국    
       인에게는 만반의 편의를 제공한다. 
② 구두선에만 그쳤던 공문화 된 출입구 절차의 간소화를 효과적으로 이    
       행한다.
③ 주한「유엔」군 휴가 장병의 국내관광여행과 휴식ㆍ오락에 불편이 없도    
       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④ 관광사업진흥기본자금을 설정하여 관광‘호텔’을 비롯한 제반 관광시설    
       을 민간사입으로 최단 시일 내에 완비한다.
⑤ 관광사업진흥법 및 기타 여러 가지 법령을 최단 시일 내에 정비한다.
⑥ 관광사업을 위한 외자도입과 차관을 적극 권장한다.

        (『경향신문』1961.06.02. 기사)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22일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ㆍ시행되었다. 

이 법에는 여행알선업자, 관광호텔업자, 관광시설업자, 통역안내업자, 토

산품153)판매업자 및 여객 운송업자 등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에 있는 관광

업자에게는 국고로 경비의 일부를 보조거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관

광사업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간접 제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을 꾀했다. 아울러 1962년에는 외국인 관

광객 및 주한 유엔군을 상대로 관광사업을 벌여 연간 1억불의 외화를 획

득한다는 목표로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였다(『경향신

문』1962.04.04. 기사). 이러한 관광 진흥의 분위기 속에서 1960년대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경복궁 수정전에는 한국

민속관이 개관하게 되었다.154)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와 같은 관광진흥정책은 1965년 태평양지

153) “토산품”은 조선시대 읍지 등에는 “토산” 이라 하여 농수산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
산물을 언급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조선 물산•관광 
상품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관광상품으로서 토산품의 의미는 해방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말 전통문화상품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까
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통문화상품·관광상
품, 국산품, 지역 특산품 등의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154) 한국민속관은 1946년 개관 후 6.25 전쟁으로 국립박물관에 흡수되었던 국립민족박물
관의 후속으로(『동아일보』 2009.04.16. 기사) 1961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존위원회 3
분과에서 민속박물관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장주근을 
중심으로 1964년부터 각 지역의 민속품을 수집하여 1966년 10월 개관하였다.(張籌根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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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광협의회 제14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었

다. 당시 신문지상에는 향후 한국광광의 방향은 문화재관리국의 민속촌 

건립계획이나 어느 미국인이 언급한 “南大門을 저렇게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大門을 열어 사람이 다니게 하고 그 앞에 李朝時代의 服裝을 한 

守門將을 두라”고 한 충고 등이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경향신문』1965.3.24.일자 기사). 현재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

의 전형적인 모습이 정책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교통부

(交通部)’를 시행처로 1972년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觀光振興綜合開發
計劃)”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 1976년까지 “관광 부문 4백

88억원, 항공부문 3백20억원 등 도합 8백8억원의 내외자를 투자, 연간 1

백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2억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구체적 계획

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광진흥정책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략산업으

로서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매일경제』1972. 11.09.일자 기사). 

 관광진흥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 정책방향은 “소외된 근대적 관광객”이 

근대화과정에서 잃어버린 고유성(authenticity)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근대적 

시간과 장소가 아닌 아직 근대성의 침해를 받지 않은 오염되지 않고 원시

적이며 자연적인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 한다는 낭만주의적 전제에 기반

한다(MacCannell 1976: 160; Erik Cohen 1988: 374~375). 서구 중산층을 주

요 방문객으로 상정하고(넬슨 그레이번 1986/1983: 36), 그들의 관광 경향

을 겨냥한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그 편의를 위한 관광개발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전통적 형태들을 급속한 파괴로 내모

는 졸속한 관광을 위한 건립”이 시작되었다(Bausinger 1990/1961: 135). 그

리고 이 과정에서 주요 방문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
풍경․토착 문화는 2차 가공된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관광지 지역민들의 소외와 불만

이 분출되는(Bausinger 1990/1961: 135) 모저가 우려했던 포클로리즘의 부

정적 측면이(이상현 2010: 91~110) 노정된다. 아울러 인멸되었거나 인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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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던 전자본주의 사회의 전통과 민속은 현대적 상품으로 “환생”하

여 국가와 관광추진세력 및 지역주민의 수입원천이 되었다(Dan Ben-Amos 

1990: ix). 

 이러한 전통과 민속의 현대적 환생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여행객들의 관

광기념품(souvenirs)을 비롯한 전근대사회 일상생활용품의 전통문화상품화

이다.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유기의 일상생활용품으로서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후 유기점주 및 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일상에서 사멸한 전통과 민속의 상품화였다. 이러한 선택으로 조선후기 

일상생활용 상품으로 탄생한 유기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의 고유성을 회

상시켜 줄 전통문화상품이 되었고, 한국문화의 표상으로 해외수출의 길에

도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기 점주들과 장인들은 장인이자 상인이었

던 자신의 정체성에 전통문화상품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전통 계승자로서

의 정체성을 더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관광사업자이자 관광 상품 생산자

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장인과 그 생산물의 변화된 정체성에 의해 유기가 다시 생활기물

로 돌아오기까지 안성맞춤유기는 외국인기호품, 관광기념품, 한국 민예품, 

모조 골동품 등 전통문화상품으로 그 정체성을 변화시켜갔으며, 장인들 

역시 그 생산자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2) 전통문화상품화와 그 생산자의 등장

 1950년대 중반 이후 양은과 스테인리스가 확산되면서 그 동안 안성유기

의 주력 상품이었던 식기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유기장들은 

식민지 시기 이래 생존전략으로 등장한 유기 자체를 근대화 된 상품으로 

만듬과 동시에 유기업을 근대화된 산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했다. 이

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외무원으로 

근무했던 K씨에 의해 1950년대 말 설립된 K씨 유기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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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남, 1916년 생)는 1935년 4월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타방 외무

원”으로 입사(孟仁在‧金鍾太 1980: 302~303; 337)하여 유기업과 인연을 맺

었고, 일제사기(日製沙器)와 도자기(陶磁器)에 대항한 전국적인 판로개척 

사업에 참여하며 동 회사의 사업전략을 몸소 익혔다. 그리고 1937년 전쟁

의 여파에 따른 원료 공급 등의 문제로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유기생

산이 어렵게 되자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앞서 언급되었듯이 해방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기가 호황을 이루어 유기점이 급속히 늘어가던 시절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에서 주물대장을 하던 김기준과 손을 잡고 정광사

를 설립하여 다시 유기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김기준이 죽고 아들

인 김태화로 정광사가 넘어가 1958년 경 문을 닫게 되자 K씨는 자신의 

집터에 유기공장을 차리게 된다. 앞 서 밝혔듯이 독자적인 유기회사를 운

영하기 전 K씨는 윤기병의 안성유기제작소 생산품 판매를 도맡아 하는 

등 유기 판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목물장수 Jt씨 제보). 이는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 외무원 시절 거래하던 타 지역 특판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갖게 된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K씨는 전국적 판매망

을 가지고 유기의 판매와 경영전략에 능하게 되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유기회사를 차리게 된 후 유기 식기가 사양화되

어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사업방침 중 하

나였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수출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K씨는 당시 유

기업계에서 공예품이라 불리던 미군이나 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춘 관광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

출하여 정부의 관광부흥정책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정책에 적극 부응하

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다.

 이러한 행로는 1963년경부터 시작된다. 1963년 K씨는 서울에서 “외국인 기념품”
을 주문 받아 당시 4곳의 유기점 중 유일하게 유기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경향
신문』1963.07.13. 기사). 그리고 1965년경에는 미군 PX에 화병ㆍ벽걸이 장식을 외
국인 기호품으로 납품하였고, 미국ㆍ홍콩 등지에도 “민속공예품”을 수출하여 연간 
약 5,000 달러정도의 수출고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이에 따라 풍화유기안
성공장에는 80여명의 장인이 일을 하고 있었고, 월 2톤의 동을 소비하며 연중무휴

로 가동되었다(金泳鎬 1965: 164). 아울러 서울 반도조선아케이드에 관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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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개점하고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관광 상품 판매를 보다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Ks씨 제보).

 한편 정부에서는 그 해 4월에 나전칠기, 자수, 진유공예품(眞鍮工藝品)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수출하는 물품을 제작하는 영세

수공업자들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영세가내수공업회전대

출자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신이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9인 미만의 사업장 중 ‘달러를 벌 수 있는 

업종’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담보대출이었으나 3만원 미만의 금

액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도 제공해주어 영세수공업자에게는 대단한 편의가 

제공되는 제도였다(『경향신문』1965.04.14. 기사).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반도조선 아케이드나 워커힐 호텔, 미군 PX를 통해 외국인 관광

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무역회사를 통해 해외 수출을 하던 업체들이 

포함 되었다. 따라서 당시 진유공예품을 관광상품으로 생산하여 반도 조

선 아케이드․미군 PX 등에서 판매하며 해외로 수출하던 K씨는 이러한 기

회들을 적극 활용하였을 것이다. 

 “여기 K씨가 수출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때 박정희 정부 때 아니
여 수출만 하면 수출업자는 정부에서 그냥 도와줬어. 그렇게 해서 K씨가 공
장을 일으켜 세운 것 …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다. 수출을 하면 신용장
만 가지고 가면 돈을 다 미리 준대여 물건 선적하기 전에, 그리고 선적하고 
나서 정리하고 그랬다. 수출업자 하면 뭐 정부에서 그냥 도와줬다” 

(안성 봉남동 일대 노인들 제보)

 이렇게 K씨는 정부의 관광과 수출 장려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아 수출

산업을 점차 더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유기뿐만 아니라 죽세품․맷방석․
창호지로 만든 카드 등 전통문화상품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수공예품을 

생산․수출하였다. 이렇게 생산품목을 점차 확장하면서 “신시산업”이라는 

명칭으로 무역회사도 직접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조소 등 미술 전공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

게 하였다. 그리고 안성 공장의 장인들이 제품 생산을 담당하여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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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상품명 형 태 크기(㎝) 출 처

동물장식
품

소
유기공장 
진열품

사슴 7.6*6.4
Ks씨 유기점 
1960~70년대 
상품 팜플렛

기린 〃

새 〃

물고기 〃

벽걸이 
장식품

스푼 〃

새 〃

새 〃

사슴 〃

[표 4-11] 안성 K씨 유기점 외국인 기호품 등 관광공예품

2~3개 정도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정도로 수많은 상품들을 생산했다(Ks

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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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

인형 
장식품

세여인 24*12 〃

소녀 24*12 〃

생각 
하는 
사람

43*30.5 〃

두여인 32*20 〃

기타 
공예품

각종 
장식품

〃

기념 
주화 〃

이렇게 1960년대 중반 이후 안성유기공방의 설립자 K씨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관광한국 건설 등 국가정책에 적극 대응하며, 유

기점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는 “신시산업”이 부도나서 K씨 유기점은 운영에 어

려움을 겪기도 했다(Ks씨 제보). 한편 이 시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모조품 생산 사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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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품명 형 태
크기
(㎝)

비 고

민속공
예품

사천왕
상 

벽걸이
장식

13*23
이 상품들은 대부
분 외국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이나 수
출상품으로 판매
되었다. 특히 남
대문 종루는 수
출이 많이 이루
어졌으며, 예전처

장석

[표 4-12] 안성 K씨 유기점 전통문화상품

했다. 이 정책은 지나친 문화재에 대한 사랑으로 골동품 수집이 비정상적

으로 활성화되거나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유출되는 등 유형문화재를 둘러 

싼 상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기술 연마를 통해 찬란했던 문화를 재현하

여 문화재를 보호․육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보

다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이라는 국가 정책목

표를 실현하고자 문화재 모조품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문화재의 상품

화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있었다(朴英武 1971: 122~125; 

『동아일보』1970.02.14. 기사). 한마디로 실제 문화재를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은 막고, 모조품을 제조해 관광 상품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K씨에게 또 다른 활로를 마련해 준다. K씨는 불

상, 별전, 마패 등 모조골동품을 제조해 국내 판매는 물론 “샌프란시스

코의 세계적인 토산품 백화점”에까지 수출(『동아일보』1978.06.12. 기사)

하는 등 전통문화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하여 유기점을 다시 정상화 할 수 

있게 된다. 

 
“수출하다가 부도나고 아버님이 골동품(모조골동품) 그걸 해서 그거는 값이 
좋으니까 … 몇 년 차차 차차 나아졌다. …  그렇게 생계유지를 한 10년 이
상 했다.” 

(Ks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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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종루
(鐘樓)

럼 호황을 누리
는 것은 아니지
만 지금도 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다(Ks씨 제보). 
(사진출처: K씨 유
기점
1960~70년대 상품 
팜플렛 및 판매장 
전시품)

갖신형 
재떨이

태극형 
재떨이

길이 6

탑형 
교회용 
손종

모조골
동품 

봉업사명
청동향로 

및 
청동쌍
사자촛대

길이 51
『국보』등 금속
유물 도록을 참
고하여 본을 떠
서 제작을 했으
며, 입사나 조각 
등은 그 분야 전
문가에게 의뢰하
였다. 이렇게 제
작된 모조품은 
전국 골동상회나 
관광 기념품점에
서 판매되었다(Ks
씨 제보). 
종류는 이외 금
동불상, 금동촛
대, 범종, 고려 
청동수저, 동경 
등이 있다.
(사진출처 : 안성마
춤유기박물관 2009 
및 K씨 유기점 
1960~70년대 상품 
팜플렛, 안성마춤유
기박물관 전시품)

봉업사명 
청동북

지름 46

고려향완
높 이 
20.5

청동거울 지름 13.5

청동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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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 높이 40

조선 
촛대

  

길이 

103, 92

별전
 
17.5*21

마패155)

(1마~5마)

 이러한 행로는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1978년 K씨 유기점에서는 문

고리 등 일부 근대생활용품이 추가 된 것 외에는 여전히 불상이나 마패․
종(鐘)ㆍ촛대 등 전통문화상품과 벽걸이ㆍ각종 동물모양 장식품 등 외국

인 기호품을 생산하여 미군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당하였다(『경

향신문』1979.09.22.일자 기사). 이렇게 K씨 유기점은 유기업이 거의 전멸

에 가깝게 쇠퇴한 시대 관광수요에 맞춘 전통문화상품이라는 새로운 상품 

영역 개척을 통해 그 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예품에 유기

장 D씨, 모조골동품에 유기장 P씨가 전문장인으로 탄생하였다. 

155) 마패는 미군장성의 주문으로 1마 ~ 5마까지 일습으로 만들어서 판매했으며,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 모두 성공했던 상품이다(Ks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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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형 태 상품명 형 태

촛대 다리미 받침

촛대 수건걸이

편지꽂이 가구 손잡이

과일쟁반(일명
“포도문 과기 
果器”)

스위치박스

담배함 대문 손잡이

재떨이
(사진출처 : K씨 유기점 1960~70년

대 상품 팜플렛)

[표 4-13] 안성 K씨 유기점 근대생활용품

 관광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적극 장려해왔던 “관

광토산품” 산업은 1970년대 말부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그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10월 상공부에서는 1983년까지 농촌

특화공업진흥과 수출증대를 위해 매년 토산품전문생산업체 20개소 씩 80개

사를 지정하여 4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관광지에 토산품판매장 30개소

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매일경제』1979.10.19. 기사).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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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내무부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내고장 얼 찾

기 운동’을 벌여 각 지역의 마을단위 유서 깊은 사적․명승지․명소․명물․인물․ 
전설 등을 조사하는 한편(『경향신문』1981.04.01. 기사), 사라져가는 지역 

특산물 실태조사에 나서 이를 통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조상전래의 가내수공업이 발굴되어 빛을 보게 할 것”이라

는 정책을 발표한다. 여기에 한산모시ㆍ나전칠기 등과 함께 안성유기 또한 

그 품목에 포함되었다(『경향신문』1981.04.17. 기사). 

 다음해 인 1982년 5월에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농수산장관․ 
민정당 의원․농촌진흥청장․청와대비서실 직원 등 3백여 명을 수행하고 안성

을 방문하여 모내기행사를 진행했다. 이 때 “安城은 옛날부터 유기가 유명

한데 한군데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이 고장의 전통을 이어나가도

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안성유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된다(『경향신문』1982.05.26. 기사). 이를 계기로 정부를 비롯하여 안성군에

서는 안성유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2년 8월에는 내무부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 “우리나라

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물을 적극 소개하기 위해” 86년까지 “각 

지방에 전승되어온 지방특산물 2백38개 품목 가운데 전승공예품 1백20개 품

목을 선정,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토석제

품 36개품목, 죽목제품 27개품목, 종이제품 14개품목, 초경제품 13개품목, 포

목제품 8개품목, 휴장(携裝)제품 17개 품목 등과 함께 유기제품 5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이에 선정된 유기제품은 유기 식기류에는 안성유기가 선정되고, 

농악기로는 안양농악기, 함양농악기 등 4개 품목이 선정되었다(『경향신문』

1982.08.17. 기사).

 그리고 1983년 안성유기는 이조백자ㆍ신라토기ㆍ화문석 등과 함께 내무부

의 중점 육성품목으로 지정되어 K씨 유기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금

(1개업소당 1천만~5천만원)”과 관내업체를 보조해주기 위한 각 시도 지원금 

연 3억 원의 예산 중 일부 금액을 안성군을 통해 보조를 받을 수 있었으며, 

전시회 개최 등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동아일보』1983.08.20. 기사). 이외

에도 각 부처별로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을 받아 판매장 등 자신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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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1992년 각종 공예품이 즐비했던 K씨 유기판매장 (『한겨레신문』 

1992.12.16.)

점 부지 내에 건물을 건립하였다(안성 봉남동 일대 노인들 제보). 이렇게 

대를 이은 유기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안성의 거의 유일한 유기점이 되었

던 K씨 유기점은 정부의 관광포클로리즘에 적극 대응하며, 유기를 관광상

품화 하여 그 명맥을 이어갔다. 

 한편 관광상품 생산은 1980년대 초 K씨의 공장에서 일하다 독립한 Bs씨

와 Js씨의 유기점에서도 이어져 학(鶴), 백로, 사슴, 노루, 나비, 코끼리 등 

각종 동물형태의 상품들이 제작되었다. Bs씨는 1951년경 생으로 1980년부

터 1994년경까지 안성시 도기동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였고, Js씨 

또한 1982년부터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등지에서 1994년경까지 관관상품

을 생산하였다. 이들 상품의 주요 판매처는 남대문 등 서울의 관광상품 

도매점과 송탄 미군부대 인근 관광기념품점이었다(Js씨 제보). 

  K씨의 유기점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관광상품 생산이 이어

졌다. 최근 들어서는 서양인들의 기호에 맞춘 동물모양 장식품 등은 상대

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시아와 경쟁이 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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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ㆍ종 등 전통문화상품으로 판매되었던 모조골동품이나 장식품 역시 국

내의 각 상품별 전문 업체와 기술경쟁이 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

다(유기장 Ks씨 제보). 이렇듯 관광 상품으로서 유기의 인기에 의해 K씨 

유기점은 한때 미군 관광코스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전통문화상품생산은 

안성 유기장들에게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비중의 차이는 있

었지만 유기 점주나 장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3) 민속촌 조성과 장인의 관광상품화 

 관광 상품 생산과 판매에 의해 맺게 된 안성유기장․유기의 관광과의 인

연은 1970년대 들어 민속촌에서 연행의 형태로 한국 전통 공예품 생산과

정을 직접 보여주는 장인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민속촌 건립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1965년 “태평양지구관광협(太平洋地區
觀光協, Pacific Area Trevel Association)” 제14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

됨을 계기(『경향신문』1965.3.24.일자 기사)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문화

재관리국의 태릉(泰陵) 민속촌 건립 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문화재관리국은 우리나라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속촌을 泰陵 육사 
앞 동국영구보존재산지 40만여 평에 5개년 계획으로 세우기로 했다. 이 촌
에는 우리나라역사의 상고시대부터 李朝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집
을 짓고 당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베틀, 물레방아 등 그 시대에 사용한 
기구들을 사용하며 지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지역에는 생활이 곤궁한 
인간문화재를 이주시켜 민속품 등을 만들게 하여 관광객에게 팔게 할 예정
이다.” 

(『경향신문』1965.3.20. 기사)

 이후 1972년 수립된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73년 ~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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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서울 근교 곳곳에 관광민속촌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생활, 

풍습, 예술, 오락, 음악, 토산품, 운동(運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

설”을 갖추기로 했다(『매일경제』1972.11.09.일자 기사).

 용인 민속촌은 이러한 정책 하에 민간자본 7억7천만원과 정부보조 6억8

천만원을 들여 1973년 8월에 착공하여 1974년 10월 개관했다. 그리고 용

인 민속촌뿐만 아니라 1975년 교통부 주관 하에 국제관광단지로 개발 중

인 경주 보문(普門)지구와 제주도 중문(中文)지구에도 각각 20억원을 들여 

1981년 개관을 목표로 신라촌(新羅村)과 탐라촌(耽羅村) 건립 계획이 세워

졌다(『경향신문』1975.02.14. 기사). 또한 1976년에는 경상북도에 의해 5천5

백만원을 들여 안동 댐 수몰지구 문화재를 안동댐 인근에 민속촌을 조성

하여 보존하는 방안이 세워졌다(『매일경제』1976.09.04.일자 기사). 이렇게 

1970년대 민속촌 건립 붐에 의해 이들 민속촌이 조성되었고, 1980년대에

는 낙안읍성마을․안동하회마을․경주양동마을․제주성읍마을 등 각지에서 

“민속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며, 특별할 것 없이 살아오던 마을주민들

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집과 함께 관광상품이 되었다. 

 용인 민속촌은 지속적으로 한옥 및 초가를 옮겨와 토속마을을 재현하고, 

각종 전통문화 행사, 공예촌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의 토

대 위에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한국민속촌 브랜드 소

개http://www.koreanfolk.co.kr  2014.01.02. 접속)한다는 비전을 갖고 운영

되어 왔다. 안성 K씨 유기점은 민속촌이 생기자 1970년대 말 공예촌에 

제작과정 연행 및 상품 판매를 조건으로 입점했다. 초기에는 안성 공장에

서 생산한 유기를 판매하면서 K씨 유기점의 장인들이 와서 관람객들에게 

제작과정을 보여주었다. 당시 민속촌 공방은 유기 판매가 무척 잘 되어서 

굉장한 호황이었다. 그러나 공방을 운영한지 2년 정도 되자 민속촌 측에

서 직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서 만든 것만 판매하기를 요구하였

다. 민속촌 공방은 장소가 협소하여 주물공정은 작업이 어려웠고, 가질 

정도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한 상품을 판매해서는 

유지하기 힘들어 K씨 유기점은 민속촌 공방을 그만두게 되었다. K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이었던 이 시기 K씨 유기점은 민속촌에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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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운영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유기장 Ks씨 제보). 한편 

이 시기부터 안성 유기장들은 단순 기술자가 아닌 유기제작 과정을 연행

하고, 관광객들의 체험을 도와주며, 기념촬영의 대상이 되는 관광 상품으

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K씨 유기점이 운영하던 민속촌 유기점은 이어서 안성 장인들이 민속촌

의 직원이 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민속촌 유기 공방에서는 관광

객을 위한 연행을 위해 “고유성의 무대화”(딘 맥켄널 1986/1973)에 적합

한 과정으로 수저제작이 선택되었다. 수저는 유기에 비해 크기가 작아 적

은 인원으로 협소한 장소에서 제작의 전 과정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것이

었다. 이에 따라 민속촌 공방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수저만 제작하게 되

었고, 관광 공예품을 비롯한 여타의 유기 상품들은 G씨의 안성전통유기 

등 타 유기점에서 제작하여 공급하였다(유기장 G씨; 쌍둥이 형제 제보). 

 1982년 민속촌 유기점에서는 “불무장에 유덕렬, 대장 오인주(65세), 부

질대장 김재근(63세), 가질대장 김정환(54세)”(芮庸海․金鍾太 1982: 

207~210)이 수저 제작과정을 연행했다. 이 중 김정환은 안성출신 시장(匙
匠)이다. 그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안성출신 주물대장인 남상진과 함께 

민속촌에서 주물방법으로 수저를 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경에는 남상

진이 그만 두자 다시 안성 주물대장 이상덕과 함께 수저 제작을 했다. 그

리고 1999년 이상덕은 민속촌 측의 추천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

한 기능전승자가 되었다(『경향신문』1999.10.29. 기사; 유기장 G씨, 쌍둥이 

형제 제보). 그러나 기능전승자가 된 후 이상덕이 바로 사망하였고, 이어 

김정환도 사망하여 유기 공방에서 일할 장인이 필요하게 되자 수저 제작

으로 유명했던 안성 출신 쌍둥이 형제는 민속촌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

는다(유기장 G씨, 쌍둥이 형제 제보).  

 쌍둥이 형제는 19세경이었던 1950년대 초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계

수단으로 작은아버지의 숟가락 공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시장(匙匠)의 

길에 들어섰다. 전통적인 수저 제작과정에서 장인은 크게 큰 망치를 들고 

메질을 하는 일명 “망치대장”이라고 하는 “무디대장”과 제작 전반 

기술을 익혀 화로 옆에서 한 손에는 집게로 수저를 잡고 다른 손에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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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망치를 잡고 모양을 다듬으며 메질을 하는 ‘집게대장’, 가질을 담당

하는 ‘가질대장’으로 나뉜다. 처음 시장(匙匠)으로 입문하여 익히는 기

술은 가질이다. 가질대장으로 3-5년 일하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망치

대장이 없는 틈을 타서 틈틈이 망치를 잡고 기술을 익혀 ‘아랫대장’이

라 하는 ‘무디대장’이 된다. 이후 더 기술을 익힌 사람은 수저 제작 전

반을 총괄하는 집게대장이 된다(쌍둥이 형제 제보). 

【쌍둥이 형제 방짜 숟가락 제작과정 및 장인별 역할】

① 용해 : 도가니에 구리와 주석을 16:4.5 비율로 넣어 화덕에서 용해한다.  
          연료는 석탄을 사용하며, 용해는 ‘무디대장’이 담당한다.
② 무질가락 만들기 : 용해된 쇳물을 물판에 부어 숟가락 모양이 될 쇳덩어  
          리인 ‘무질가락’을 만든다. 무디대장은 도가니를 들고 “곱돌판”에  
          쇳물을 붓고, 집게대장은 쇳물이 “곱돌판”의 거푸집 안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꼬챙이 모양의 “오비총”을 들고 조절한다.
③ 총무디 만들기 : 숟가락 손잡이를 1차로 쳐서 길게 늘리는 작업이다.    
          한번 치고 불에 달궈서 다시 친다. 집게 대장이 불 옆에 앉아서  
          쇠가 달궈진 정도를 보고 꺼내어 무디대장과 함께 쳐서 늘린다.
④ 초바닥 치기 : 숟가락 바닥을 1차로 넓게 펴는 작업이다. 무디대장이 쳐  
          서 쇠를 늘리고, 집게대장은 쇠를 같이 늘리면서 모양을 다듬는다. 
⑤ 총메싸기 : 숟가락 손잡이를 최종적으로 늘리고 모양을 다듬는 작업이다.  
⑥ 뽀갬질 : 숟가락 두 개를 합하여 바닥을 2차로 넓히는 작업이다. 집게대  
          장 옆에서 작업하던 무디대장은 마주보는 자리로 이동하여 작업한다. 
⑦ 다듬질 : 숟가락 초바닥을 편편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다. 이 작업부터  
          는 집게대장 혼자 진행한다.
⑧ 우금질 : 초바닥을 숟가락 모양의 틀인 우금돌에 대고 오목한 바닥모양  
          을 잡는 작업이다. 
⑨ 담금질 : 완성된 수저의 유연성과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간수에 담근 후 다  
          시 불에 달구어 맹물에 넣는 열처리 과정이다. 
⑩ 벼름질 : 숟가락 표면의 망치자국 등을 곱게 펴서 모양을 다듬는 작업이   
          다. 벼름질은 무디대장도 같이 한다.
⑪ 가질 : 검은 쇠의 겉면의 거친 부분을 깎아 내고 황금색의 고운 수저를  
          만드는 작업이다. 



- 175 -

 이들은 안성에서 가질대장으로 4년여 일하다 무디대장으로 충주, 수원, 

서울, 대천, 대구 등 전국 공장을 돌며 일했다. 쌍둥이형제의 형은 수원에

서 처음 무디대장을 시작해 3년여 일했고, 이후 예산에서 2년 정도 일하

다가 일 잘한다는 평이 나면서 서울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156) 그는 

기술이 좋았을 뿐 아니라 생산량도 다른 사람의 두 배 이상 되었다. 숟가

락 제작은 보통 무디대장과 집게대장 2명이 새벽 3시경부터 오후 6시경

까지 하루 동안 200여개 정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쌍둥이 형제의 형

은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일을 해서 하루에 500여개 정도를 만들

어 당시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

정받았다(위와 같음). 

 쌍둥이 형제는 서울에서 일하다 1960년대 초 시장(匙匠)이었던 큰형(1925

년 경 생)이 안성에 시점(匙店)을 내게 되어 안성으로 다시 왔다. 그러나 

스테인리스가 나오고 유기가 잘 팔리지 않게 되자 30세경이었던 1960년

대 중반 삼형제는 모두 시장의 길을 접었다. 이 때 쌍둥이 형제는 전업하

여 형님은 조적, 동생은 미장일을 10여년 했다. 이후 이들은 1979년 경주 

보문단지 공예촌에서 다시 시장의 길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생

산만 담당하는 단순 장인이 아닌 일정한 숫자만큼 수저를 생산해야 하는 

생산자와 제작과정 연행을 겸하는 관광 상품인 장인이 되었다(위와 같

음). 이들은 경주에서 3년 정도 일하다 1980년대 초 안성 K씨 유기공장으

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수공 방짜기법의 낮은 생산성 문

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속촌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7년여에 걸쳐 지속적

으로 쌍둥이형제에게 민속촌 유기 공방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은 월급이 적어 이를 수락하지 않다가 월급 조정과정을 거쳐 1999년 

경 부터 민속촌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 상품인 

시장의 길을 걷고 있다. 민속촌에서 이들의 역할은 관광객들에게 제작과

정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며, 기념사진 촬영을 해주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

156) 시장도 유기장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경까지 4일 일하고 장날인 5일째 되는 날 임금
을 지급받았다. 그들이 안성에서 처음 시장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임금은 5일에 쌀 한말
이었는데, 수원에서는 5일 일하고 쌀 두가마니를 벌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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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무질가락 만들기 총무디만들기 초바닥 치기

총메싸기 뽀갬질 다듬질

[표 4-14] 민속촌 쌍둥이 형제 수저제작 연행과정

다. 제품생산은 정해진 분량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이 과정에서 만

들어 지는 것을 민속촌에서 판매하는데, 대개 하루 3~4벌의 수저를 제작

한다(위와 같음). 민속촌에서는 경주 보문단지 시절보다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대신 관광 상품인 장인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관광 포클로리즘은 유기장 및 시장

(匙匠)들로 하여금 민속촌 건립 붐이 일었던 1970년대 이후 상품화 된 형

태로 중단했던 장인의 길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 관광객들에게 실제 민속

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을 보여주고, 체험지도를 하며, 기념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등 장인의 정체성에 관광 상품이라는 한 가지 항목이 추

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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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질 담금질 벼름질 가질 및 완성품

4. ‘민족문화’의 발굴과 일상문화상품으로 재맥락화     

1) 지식인의 우리문화 발견 운동

 식민지 시기 이래 지식인들에게 전통과 민속은 근대화를 위한 극복대상

이거나(김한초 1985: 55; 전재호 1998a: 88 재인용)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

을 확인시켜 주는 되찾아야 할 우리문화로, 양가적으로 인식되었다. 해방

과 더불어 “民族文化의 傳統과 主體를 찾으려는 努力”이 지식인과 일반

인들 사이에 큰 관심사가 되었고(임동권 1969: 136), 이러한 관심은 일재잔

재 청산이라는 당위성과 연관되어 더욱 고조되는 듯하였다(전재호 1998: 

88).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등장한 서구화는 토착문화의 토대를 

잠식하는 것으로(장주근 2011: 10) 전통은 여전히 극복의 대상이라는 인식

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4.19혁명을 계기로 

1960년대는 “민족문화” 그 중에서도 피지배층의 문화라 규정되었던 민

속에 대한 관심이 변혁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높아져 탈춤ㆍ판소리ㆍ민요

ㆍ풍물 등의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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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
족의 정신세계에도 커다란 각성의 계기를 안겨주었다. 문화‧예술계에서 4.19
의 영향은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걸쳐 드러났다. 먼저 문학에서 4.19를 
주도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에 의해 순수문학의 허구성이 비판되기 시작하였
고, 참여문학에의 논쟁을 거쳐 ‘민족문학론’이 정립되었다. 한편 4.19의 민
족주의적 성격은 전통 민족문화의 계승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탈춤‧판
소리‧민요‧풍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였고, …” 

(김용태 『한겨레』1989.05.16. 기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우선 정권수립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지도력부재 등 실정(失政)을 비

판하고, 4.19혁명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경제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朴正熙 1963 : 244~292), 이를 기반으로 한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해 공

동운명체로서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족적 위기의 시대에 

민족애(民族愛)를 발양(發揚)하여 민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민족단결을 

강조하였다(『동아일보』1962.03.06. 기사). 따라서 1950년대 후반 다시 강조

되기 시작하여 4.19 이후 더욱 증폭되었던 민족주의에 대한 재인식 및 경제

건설을 위해 단결해야 할 주체로서의 민족과 민족주의는(김경일 1998) 근대

화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큰 정책기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  “민

족적 민주주의，민족중홍，한국적 민주주의，민족주체성” 등 각종 민족

주의적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이러한 구호와 함께 등장하는 민족‧민족문화

는 “조국근대화” ․ “자립경제” 등의 구호에 묻혀 여전히 극복 대상으

로서의 의미가 강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근대화와 경제지상주의를 강조했

던 정권초기에 더욱 두드러졌다(전재호 98b: 89; 98a 88~89; 오명석 1998: 

145; 김광억 1989: 58). 따라서 “민족문화의 중흥”은 “실용주의적인 경

제개발”과 함께 “조국근대화”를 위한 “쌍두마차로 평가”(오명석 

1998: 147) 되었지만, 결코 경제건설에 앞서는 의미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경제건설‧근대화의 발판으로 활용되는“민족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당시 지식인의 산실이었던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외세”‧“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또 다른 민족문화운동을 전개하게 



- 179 -

했다(정갑영 1993: 96; 오명석 1998: 148 재인용). 1961년부터 진행된 한일국

교정상화협상에 의해 “‘한국의 대일 청구권문제’에 대해서 ‘무상ㆍ유상

을 포함하여 5억 달러의 대한민국경제협력’”이 결정되고(정치학대사전편

찬위원회 2002), “거의 무제한적 일본 대중문화유입”이 허용되자 이 사

건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 정체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11월 서울대학교에서는 “향토의식 초혼굿”이 공연되

었고, 1964년 3월에는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민족주의 구호였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민족정기를 팔아먹는 굴욕적 외교에 대한 

비판을 탈춤과 굿 등 민족민중문화의 형식을 빌려 드러냈다. 이어 1965년

에는 서울대학교에 “민속극 연구회”가 결성되었고, 계속하여 탈춤‧풍물‧
민요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민족정체성과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반식

민주의적” 움직임이 전개되었다(김광억 1989: 58~59). 특히 1970년대 초에

는 이러한 “민족문화” 부흥운동의 결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제반 사회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

속히 확산되었다.  

“탈춤에 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놀이판에 젊은 지성인들이 모여
든다.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탈춤을 배워서 공연하는 단체를 만들어 신명
나게 움직이고 있다. 탈춤을 계승하는 연극을 만들어 보이려는 움직임도 활
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탈춤을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 국문학도도 나타나
고, 탈춤 전수를 위한 강습회에 젊은 연극학도도 찾아오게 된 것이 1960년
대 이르러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1960년대의 전환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실
감나게 확인될 수 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는 분위기가 자못 달라
졌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탈춤에 관한 관심은 거의 폭발적으로 확대되기조차 했다.” 

(조동일, 1988: 5~6)

 이러한 지식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서울대학교 출

신 한 사업가의 민족의 일상문화 회복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기를 다시 일상생활용품으로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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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브리테니커사의 전통문화사업과 유기의 재발견 

가. 한국브리테니커사의 전통문화사업       

  1968년 서울대학교 출신 사업가에 의해 설립된 한국브리테니커사에서는 

사장 S씨의 주도하에 민중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토박이” 생활과 문

화에 대한 발굴 및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다(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49-51). 회사 창립 몇 년 후인 1971년 경 동 회사에서는 전시․도서발간 등

을 통한 한국 민화에 대해 환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사업에 착수했

다(한국브리테니커회사 1990: 13). 이어서 1974년부터는 매주 1회씩 1978년

까지 총 100회의 판소리감상회를 개최하여 “쓰러져 가던” 판소리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감상회에 참여했던 당대 명창들의 판

소리 다섯 바탕을 ‘브리케니커 판소리 전집’으로 제작하여 전세계로 판

매했다. 이후 ‘팔도소리 전집’․‘산조 전집’․ ‘슬픈소리 전집’ 등 

“토박이” 음악도 채집하여 상품으로 보급하였다(한국브리테니커회사 

1990: 13; 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276~283; 398~402; 한국브리테니커사 

상무 C씨 제보). 이렇게 브리테니커사의 우리문화 사업은 상업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지식인에 의한 포클로리즘의 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1970년대 말에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전통문화사업부를 설치하고 대표적인 상품으로 잎차, 반상기, 

제기, 옹기를 개발했다. 전통문화사업은 그 구상과 방향은 S 사장이 정하

고, S사장의 고향이었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를 실제 생산지로 

하여 동생 Sa씨가 총책임을 지고 운영하였다(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398~402). 잎차는 순천 선암사에서 전해 내려오던 전통 잎차 제조법을 살

려 1978년 “가마금 잎차”라 하여 당시 선암사 주지였던 Ju스님이 제작

하였고, 차와 함께 찻그릇도 도기로 제작하여 판매하였다(Ju스님 제보; 강

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398~402). 

 반상기는 “조선식 백자로 만든 봄-여름용”과 “놋쇠 방짜로 두들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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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가을-겨울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제작을 위해서 이를 

사용했던 지역 노인들을 만나 기물과 그에 담겼던 음식 등 식생활 문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후에는 이를 토대로 예전의 상차림을 복원하였고, 

그것을 현대의 생활에 맞게 재구성해 “뿌리깊은나무 반상기”를 탄생시

켰다. 그 제작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디자인을 담당했

던 Sc씨의 구술이 잘 드러내 준다(위와 같음).

“파란만장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사장에게서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현장에서 
뛴 사람은 한사장 세상 뜨신 이듬해에 형님 뒤를 따른 ○○○씨입니다. 그
는 반상기 개발할 때, 반상기를 만들던 곳에 사는 팔순 넘은 할머니들을 찾
아다니며 구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릇에 어떤 계절 반찬을 담아 먹었나, 
크기는 어땠나, 계절마다 상차림은 어땠나를 살펴 옛 밥상차림을 복원시켜 
놓고 아파트 생활의 특성, 우리 식단의 변화들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도록 
크기와 구색을 조절했습니다. 장독대 놓고 살던 시대의 것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398~402)

 이렇게 브리테니커사의 전통 복원은 당해 물질의 과거 일상생활 속에서

의 사용맥락에 대한 고증을 선행 한 후 그것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개

량해 현대화된 물질문화로 재탄생시켜 상품성을 갖추었다. 이러한 사업방

침은 S사장이 1976년부터 발간한 잡지 “뿌리깊은나무”의 창간사에 잘 

드러난다. 

“뿌리깊은나무는 우리 문화의 바탕이 토박이 문화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토박이 문화가 역사에서 얕잡힌 숨은 가치를 펼치어, 우리의 살갗에 맞닿지 
않은 고급문화의 그늘에서 시들지도 않고 이 시대를 휩쓰는 대중문화에 치
이지도 않으면서, 변화가 주는 진보와 조화롭게 만나야만 우리 문화가 더 
싱싱하게 뻗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문화가 그렇게 뻗어야만 우리가 변
화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과 넉넉한 살림을 함께 ‘잘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가 세계문화의 한 갈래로서 씩씩하게 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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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뿌리깊은나무 방짜 합반상기

[그림 4-8] 뿌리깊은나무 방짜 옥바리반상기

[그림 4-9] 뿌리깊은나무 방짜 제기

(출처: 1990년 “Britannica”)

세계문화가 더욱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49-50)

 이에 따르면 한국 브리테니커사의 우리문화 사업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에 대한 대안적 문화로 민중문화인 “토박이 문화”를 설정하고, 그를 발

굴․확산 시켰던 당시 지식인들의 문화운동 이념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이

념을 바탕으로 탄생한 한국브리테니커사의 유기제품은 ‘뿌리깊은나무 방

짜 옥바리반상기’․‘뿌리깊은나무 방짜 합반상기’․‘뿌리깊은나무 방짜 

제기’ 세 가지로 제작되었다(한국브리테니커회사 1990: 17).

나. 일상생활유기의 부활 : 대중생활용품에서 고급생활용품으로

 한국브리테니커사의 일상생활유기 사업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상품으로

서 판매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 상품성의 방향은 브리테니커사의 사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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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정해지게 되었다. 당시 브리테니커사는 인류 최고의 지적유산을 

생산‧판매한다는 회사의 방침을 세워놓고 백과사전을 주요상품으로 판매

했다. 이에 따라 상당히 고가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실용서로서보다 

소장용으로 여러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판매되는 경

향이 있었다(한국브리테니커사 상무 C씨 제보). 

 이러한 브리테니커사의 사업방침은 “토박이 문화”의 “숨은 가치”를 

찾아 이를 우리문화의 탁월한 유산으로 드러내고자 한 S사장의 또 다른 

차원의 이념과 만나 초기 문화사업이었던 판소리감상회부터 적용되었다. 

판소리감상회는 당시 판소리학회의 구성원이었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

수 정병욱과 문화재연구소 이보형의 권유에 의해 시작되었고, 동 학회와 

한국브리테니커사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감상회의 판소리

와  소리꾼․고수의 선정은 이들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

고 그 선정 기준은 어느 소리의 근본을 얼마나 충실히 계승하고 있느냐의 

“정통성”과 실력 두 가지 측면이었다. 선정 작업을 위해 이들은 전국방

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소리꾼들의 소리를 듣고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해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정통성을 간직한 당대 명창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통성”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이

들의 소리를 레코드로 기록하였다(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276~283).   

 유기 역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 생산자와 디자인, 가격 

측면에서 고급화 전략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유기 생산자는 “정통

성”과 당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장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구체

적인 실현과정은 국가에 의해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 브리테니커사

는 우리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문화재위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문화재 지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판소리 발표회 

참여 명창들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

박이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반상기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

침을 적용해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고급화 전략으로 이어갔다.

 초기 유기 반상기 제조는 잎차를 비롯한 전통문화상품 생산 단지인 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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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광리와 가까웠으며, 해방 후 유기생산지로 유명했던 전남 순천시 금곡

동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이곳에는 유기장 Jh씨(남, 1929년생)의 공장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는데, 여기서 생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총 책임자였

던 Sa씨와 직원들이 Jh씨의 공장에서 자체 생산체제를 갖출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하여 제작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본기와 작업도구 일

습을 갖추어 1979년 6월 벌교 징광리 세동에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생산

에 들어가게 되었다(순천유기장 Jh씨 부인; Ju스님 제보). 이때 브리테니커

사의 벌교 현장 책임자였던 Sa씨는 유기장 Jh씨에게 문화재 지정을 약속

하며 벌교의 공장으로 가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기장 Jh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유기점 직원이었고 본인보다 연

배가 높았던 Jd씨에게 이를 양보하였다(순천유기장 Jh씨 부인 제보). 이후 

Jd씨는 동 회사의 노력으로 무형문화재가 되었다(유기장들 제보). 이렇게 

하여 브리테니커사는 유기 생산자를 “정통성”을 갖춘 국가 공인 최고의 장

인으로 재탄생시켜 당사 상품에 대한 진정성과 고유성을 배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뿌리깊은나무 유기는 형태에 있어서도 정통성

과 현대성․예술성을 갖추도록 장인 개인의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닌 동 회

사의 전문가와 S사장의 감각이 결합되어 디자인되었고, 이를 장인으로 하

여금 제작하게 하여 인류 최고의 지적유산으로 탄생시키고자 하였다.(강

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398~402) 유기의 제작은 일반 장인들이 주물로 

부어서 만드는 것과 중요무형문화재였던 Jd씨가 방짜로 두드려 만드는 것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장인이 제작한 것은 형태면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뿌리깊은나무 방짜반상기’라 하고, 그 외

의 것은 ‘일반 반상기’로 구분하였다(순천 유기장 Yk씨; 한국브리테니커

사 전 세일즈맨 Y씨 제보). 아울러 무형문화재의 제작품에는 “뿌리깊은나

무 반상기”라 명문을 새기고, 제작자 Jd씨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작자

와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판매가격도 3배 정도 높게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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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확
인서
(http://blog.n
a v e r . c o m 
/ d h 8 9 4 
2015.01.02. 
접속)

[그림 4-10] “뿌리깊은나무 
반상기”(ht t p : / / gr gkr . 
blog.me 2015.01.02. 접속) 

 이런 과정을 거쳐 반상기를 만들게 되자 “잊어버린 ‘조선 밥그릇’을 

뿌리깊은나무가 되찾아 주고자 한다”(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399)는 

광고를 통해 민족문화담론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 한국브리테니커사

는 당시 전주, 광주, 순천, 목포, 청주, 대전, 부산, 마산, 창원, 대구, 울산, 

공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를 두고, 각 지역에 세일즈 매니저가 

10여 명, 세일즈맨이 100~200여명에 이르러 1,000명 ~ 1,500여명에 달하는 

전국적 판매조직을 갖고 있었다(한국브리테니커사 상무 C씨; 전 세일즈맨 

Y씨 제보). 유기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판매는 이 세일즈맨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신들의 상품을 여타의 상품들과 민족문화의 전통성․
정통성․고유성․진정성 등에 있어서 구분하고, 형태면에서도 과거에 기반 

하나 현대생활에 맞춘 정제된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어 세일즈맨들을 

통해 고가(高價)였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그러하였듯이 고가로 소수의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판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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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일즈 조직을 통해 살 만한 여유가 되는 고객들에게 방문판매를 했습니다. 

○ 사장의 전통감각을 알아주는, 또 그런 값비싼 문화상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소수가 샀습니다. ‘내가 전통공예를 잘 몰라도 ○사장이 만든 거라면 
제대로 만들었을 거다.’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 

(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400)

브리테니커사가 인류 최고의 지적유산을 생산․판매한다는 인식은 세일즈

맨들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브리테니커의 상품은 어디에 내놔도 가격을 떠나서 최고의 상품이라 생각
했다.” 

(한국브리테니커사 전 세일즈맨 Y씨 제보)

 이렇게 유기는 인류 최고의 지적유산으로서 재탄생되어 특정 계층을 대

상으로 판매가 진행되었고, 그 사용자들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소장자들

과 같이 사회적으로 구분해 주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뿌리깊은나무 유기

는 사회적 계층을 ‘뿌리깊은나무 반상기 사용계층’, 브리테니커사의 

‘일반반상기 사용계층’, 이 회사 유기를 사용 할 수 없는 계층으로 구

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이 한국 전통 물질문화를 대표하는 것

으로 저명한 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선호됨으로 이러한 구분은 더욱 

선명해졌을 것이다.

 “그 그릇들이 브리티시 뮤지엄 소장품에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400)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현대 예술가 도널드 저드도 한국에 왔다가 놋쇠합
반상기를 보고 반해서 세 벌을 사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전 샘이깊은물 미술편집위원(위와 같음)

 “옛것에의 취향은 경제적 성공의 차원을 초월하여 사회적 성공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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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지위를 문화화 된 장황한 상징적 기호로 신성화하려는 욕망의 지

표”가 될 수 있다.(쟝 보드리야르 1992/1972 : 31) 그 구체적인 방향이나 

지향점은 상이했지만 당시 정부와 양심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

통문화에 대한 다각적 관심과 포클로리즘은 골동품이나 고가이면서 고품

격이 보증된 전통문화상품 소유를 통한 특권층들의 사회적 구분짓기에 대

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으로서 고급화된 생활유기가 부각 될 수 있

는 발판이 되었다. 이런 다각적인 국면들 속에 브리테니커사의 노력을 중

심으로 일상생활유기는 다시 우리 생활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대중성을 떠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소

유‧사용할 수 있는 고급화 된 형식이 되었다. 

다. 안성유기의 일상문화상품 지위 회복

 1970년 초 시행된 주유종탄제(主油從炭制)를 계기로 도시 가정의 연료는 

연탄에서 점차 석유로 대체되어갔다. 아울러 70년대 중반 이후 주택건설 

붐이 조성되어 신규주택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일러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연탄을 부엌에서 직접 사용하는 가정도 줄게 되어 변색 문제로 인한 

식기로서 유기의 단점은 점차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브리테니커사 전통문화사업은 그 영업실적이 

회사 직원들 사이에 “돈만 퍼 쓰는 부서”라는 원망을 들을 정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지금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 큰돈을 지원해줬을 사업이지만 그때는 브리테
니커 직원들조차도 그 부서를 원망했습니다. 돈만 퍼 쓰는 부서라고, 실제로 
단 한 번도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이야 그런 상품들이 제
대로만 나오면 값비싸도 상당한 수요가 있죠.…” 

(강운구와 쉰여덟사람 2008: 399)

따라서 유기 판매 역시 브리테니커사로 봐서는 사업적으로 성공적인 것은 



- 188 -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0 ~ 1,500여명의 세일즈맨이 1세트 씩 만 팔

게 된다 해도 당시 몇 남지 않았던 유기업계에는 새로운 회생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했다.

 처음 벌교 징광리 세동 브리테니커사의 유기공장에는 원래 임실 출신으

로 순천 Jh씨의 유기점에서 일했던 방짜대장인 Jd씨와 주물대장 Kb씨․Yk
씨 등 몇 안 되는 장인이 있었다. 1979년 ~ 1987년경까지 벌교 징광리 유

기공장에서 일했던 Yk씨에 의하면 이 공장의 직원은 가장 많을 때가 8~9

명 정도였으며, 적을 때는 주물대장 1명과 가질대장 1명이 유기 제작 전 

과정을 다 하기도 했다고 한다(순천 유기장 Yk씨 제보). 이렇게 브리테니

커의 벌교 유기공장은 직원이 적고, 숙련된 기술자도 많지 않아 주문 물

량이 많을 경우 벌교 공장 외에 순천 Jh씨나 안성 K씨 유기점에 똑같은 

규격으로 주문․생산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는 그들의 구분 상 Jd씨 외

의 사람이 만들었으므로 일반반상기가 되었을 것이다. 순천의 Jh씨는 6.25 

이후 아직 유기가 사양길에 들어서기 전부터 독자적인 유기점을 운영하였

는데,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에도 그 수가 5~6명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벌교 공장이 생기면서 몇 안 되던 직원이 그 쪽으로 옮겨가 Jh씨와 그 부

인이 주로 운영하게 되어 공장규모가 작고,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다(순천 

유기장 Jh씨 부인 제보).

 이에 비해 안성의 K씨 유기점은 당시 유기식기 생산은 많지 않았지만 

생산이 많이 위축되어 있던 1978년 경 숙련ㆍ비숙련을 망라한 장인들이 

13명가량 있을 정도로 Jh씨의 유기공장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

이었다. 그리고 안성지역은 유기 생산으로 유명했던 만큼 기술이 뛰어난 

장인들이 많이 있어 필요시 인력 수급이 용이했다. 아울러 K씨는 1979년 

당시 기능부문 무형문화재의 등용문이라 불렸던 제7회 ‘전승공예전’에

서 ‘유기반상기와 제기’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1983년 Jd씨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77호 유기장에 지정됨으로 그들의 “쓰러져 가는” 전통의 

발굴 및 이의 명품 상품화 전략과도 잘 부합하였다(한국브리테니커회사 

1990: 13).

 안성에서는 1979년부터 브리테니커사 반상기와 제기의 주문․생산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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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이때부터 안성 K씨 유기점에서는 거의 생산이 중단되었던 반상기

와 제기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78년 6월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스테인 식기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이 정갈하고 고상한 놋그릇

을 구하러 올 때가 있을 것”(『동아일보』1978.06.12. 기사)이라던 K씨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져 대량의 반상기․제기 주문이 밀려들게 된 것이다.

 “유기를 식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최근 사람들
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옛것을 찾는 풍조 때문에 다시 수요가 느는군요. 
제기나 반상기는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와요” ○씨는 앞으로 전처럼 심한 퇴
조현상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경향신문』1979.09.22. 기사)

“ … 그 당시만 해도 유기가 붐이 별로 없었어요. 고 때 인제 막 햇 싹이 
난다고 해야 하나?”  

(유기장 Ks씨 제보)

 이렇게 전통문화상품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던 안성유기점에 서서히 칠

첩반상기와 제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용품 거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대량주문․생산은 주로 브리테니커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브리테니커사와의 공식계약에 의한 생산 이외에 브리테니커 세일즈맨들 

중 직접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회사에 수수료를 주지 않고, 판매수익을 높

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문 또한 이어져 안성 K씨 유기점은 더욱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유기장 Ks씨 제보). 

 한국브리테니커사에서 시작하고 1986년 이후 뿌리깊은나무사157)로 이전

되어 진행된 토박이 생활문화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벌여온 유기 반상

기와 제기 사업은 1950년대 후반 이후 관광 상품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안성 K씨 유기점과 악기 제작으로 어렵게 활로를 개척해 

가던 L씨의 납청유기 등 당시 몇 안 남았던 유기업계의 회생 및 확대에 

157) 뿌리깊은나무사는 한국브리테니커사 초대 사장인 S씨가 그 사장직을 그만두면서 1985
년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브리테니커사에서 시작한 전통문화사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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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형 태 크기(㎝) 비 고

옥바리 식기
주발․대접

9.5*7.5/1
2*6.5 이전에 제작된 것들에 비해 

크기가 작아졌고, 그 형태나 
크기에 있어서 일정하게 균
일화 되었다.

(사진출처 : http://www. 
anseongyugi.com; 안성마춤
유기박물관 2009 )

연엽식기 
주발‧대접

9.5*6.5/1
2.5*5

오첩반상기
(합식기)

합식기 주발 10*5.5

칠첩반상기
(오목식기) 

[표 4-15]  일상생활문화상품으로 재맥락화 된 안성 K씨 유기점 유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양은ㆍ스테인리스 식기가 등장한 1950

년대 이후 혼수용 등으로나 겨우 찾던 유기 반상기와 제기는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 브리테니커사의 생활문화운동으로 촉발된 유기 반상기에 대한 수요

는 이후 환경운동 등의 영향에 따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신토불이(身
土不二)’ㆍ‘웰빙(Well-Being)’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점차 대중적

으로 확산되어 가게 되었다. 그 결과 1979년 이후 1990년대까지 K씨가 운

영하던 유기점의 주요생산품은 관광기념품․전통문화상품에서 이제 제기나 

반상기가 되었고, 이전에 생산하던 불상․촛대․쟁반 등 관광기념품과 모조

골동품, 실내장식품 등도 수요에 맞춰 생산이 이루어져 상품의 종류가 

300여종에 이르게 되었다(『경향신문』1979.09.22.; 1990.03.0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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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식기 
주발․대접

8.5*6
/12.5*4.5

제기 일습
(一襲)

그림 142 제기 일습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관광 및 답사여행을 활성화시켜 “토박이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폭됨에 따라 일상생활유기 생산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또 백화점ㆍ인터넷ㆍ홈쇼핑을 통한 유기의 대중적 판매

는 다시 반상기․제기를 중심으로 유기업계가 호황을 누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예품과 수출품을 중심으로 제작하던 유기점과 

장인들은 다시 반상기를 제조하게 되었고, 일손을 놓고 있던 유기 장인들

은 다시 유기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안성에서 유기공장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Ks씨나 G씨를 비롯하여 

안성 출신 유기장들 중 1960 ~ 70년대 입문하여 현재 50~60대로 안성이나 

인근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안성출신 유기장들의 주요 

생산품은 반상기이다. 이들 중 공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Ks

씨의 경우 반상기와 함께 일반 제기와 종묘 제기 등 수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전에 제작했던 동물모양 장식품․쟁반․불상․등잔 

등 관광 상품이나 모조골동품‧기념품은 이제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이러

한 현상은 다른 장인들의 유기점도 마찬가지여서 G씨 유기점이나 시흥의 

안성 출신 유기장 Ys씨 유기점 등에서도 전통 형식의 반상기와 현대적 

수요에 맞춘 식기들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경향은 안성출신 유기장들의 유기점 뿐 아니라 문경의 L씨, 

안양의 Mi씨, 거창의 A씨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운영하는 전국 유기

점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들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나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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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하는 유기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 명실공

히 유기는 이제 과거의 문화가 아닌 현대인들의 일상에 살아 있는 현재의 

문화가 되었다.     

3) 방짜유기장의 생활유기 제작을 위한 신기술의 발명과 공유

 뿌리깊은나무 칠첩반상기의 등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유기 반상기 생산

을 촉진하게 된다. 평안북도 정주군 납청 출신인 L씨는 납청 양대의 특성

을 살린 대야․양푼 등을 제작하다가 1950년대 말 유기점을 경영하게 되었

지만 판매가 부진하여 1961년 경 파산하게 된다. 한편 납청 지역 유기 제

조에는 일찍부터 기계화가 이루어져 사람이 직접 메질을 하는 대신 독일

제 기계 망치인 일명 ‘함마(hammer)’를 사용하였다. 함마는 1926년 결

성된 납청지역 유기조합에서 1935년경 독일인 기술자를 초청해 기술을 전

수 받은 후 사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방짜유기 제작 1조는 11명에서 6명

으로 절반정도 감소되었다(이봉주 2010: 14). 이때부터 도입된 ‘함마’는 

이후 납청 방짜유기 제조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었다.

 1960년대 말 L씨는 예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유기점을 세웠다. 이 때는 

납청 양대유기의 전통적 생산 품목이었던 대야 등은 판매가 거의 단절되

다 시피 한 상황이었다. 그는 경상도 함양의 징공장 견학 경험을 살려 징․
꽹과리 등 악기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이봉주 2011: 190~201; L씨 제

보). 당시 함양․안의 일원에는 징점이 40~50개 정도 되었다. 이들 공장은 

여전히 전통 수공방식 그대로 사람이 메로 쳐서 징을 만들었으며, 대장․앞
망치․센망치․곁망치․가질대장․풀무군 등 6명이 한조로 일해 하루 6개의 징

을 생산했다. 당시 함양 징점의 생산방식은 도매상인 “대상 大商”들이 

원재료를 대주고 징이 다 만들어지면 공전을 치르고 가져가는 방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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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도매상들은 생산된 악기

를 가져가려고 보통 2일 이상 장인들에게 술도 받아주고, 돼지도 잡아주

면서 기다렸다가 상품을 가져갔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던 다른 상인들

이 물건을 먼저 가져가게 되어 주문물량을 맞추기 어려웠다(유기장 L씨; 

A씨 제보). 

 당시 L씨는 안의 지역에 최영민이라는 점주와 동업으로 징 등 악기를 

생산했는데 그 제작방식은 서울 염창동에 있던 L씨 공장에서 ‘함마’를 

이용해 바둑을 늘리고, 안의의 최영민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었

다. 그러나 완제품이 되기 전 물건을 가지고 서울과 안의를 오가는 것이 

어려워 이후 안의 최영민 공장에 L씨가 ‘함마’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L씨는 함마를 이용해 쇠를 늘려 준 후 재료비

와 공전을 받고 이를 최영민에게 넘겨주고, 최영민은 이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이 때 L씨는 ‘함마’

를 이용해서 하루 오전에만 150여개의 징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한다. 안의

에서 이렇게 1년 6개월 정도 징 등을 제조하던 L씨는 서울공장에서 독자

적으로 악기생산을 이어갔다(유기장 L씨 제보). 

 L씨는 ‘함마’를 이용해 함양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비해 약 25배 정

도의 생산성을 향상했을 뿐 아니라 가질에도 모터를 이용해 손 메질해서 

만드는 것보다 외양도 매끈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 

매끈한 외양과 생산성을 갖춘 L씨의 악기는 소리(음질)에 있어서는 함양

에서 제작한 악기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지만 주문물량을 바로 맞춰주는 

판매방식까지 갖춰 오히려 함양의 공장들보다 단가를 더 비싸게 해서 팔 

수 있었다. 당시 L씨의 악기 제조방식은 함양의 유기점들과는 달리 도매

상인을 거치지 않고 재료를 직접 구입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창고에 두

고 도매상인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상품을 내어주는 방식이었다. 이렇

게 하여 상인들은 상품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문과 동시에 물

건을 받아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유기장 L씨 제보). 이렇게 생산원

가는 절감하고 이윤은 많이 창출하게 되어 L씨의 유기점은 악기제작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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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의 징점들은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농촌의 악기수요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신기술을 갖춘 L씨의 양대 유기점에 타격을 받아 1970년대 초

에 거의 다 문을 닫게 되었다. 1974년경 징 제작기술에 있어서 탁월하다

는 평가를 받았던 A씨의 징점을 마지막으로 함양의 징점들은 모두 운영

을 중단하였고, 점주이자 장인이었던 사람들은 타 업종으로 전업하게 되

었다. A씨도 처음에는 서울로 올라와 전업하여 구멍가게를 하다 L씨의 제

안으로 L씨 유기점에서 장인의 길을 이어가게 된다. L씨의 제안이 없었다

면 A씨 역시 장인의 길을 지속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였을 것이다. 이렇

게 L씨는 당시 붐이 일었던 민족민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학의 시위에 

이용되어 수요가 늘었던 징․꽹과리 등 악기제작으로 방향을 돌려 겨우 어

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브리테니커사에서는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77호로 지정된 방짜유

기장인 L씨에게도 반상기 제작을 의뢰했다. 아울러 브리테니커사의 반상

기로 인해 유기 반상기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자 서울의 중류 이상 주부들에게서도 반상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

다. 그러나 본래 납청양대 유기는 반상기 제작을 하지 않아 기존 제작방

법으로는 반상기를 제작 할 수 없었다.

“서울의 돈 많은 마나님들이 자꾸 그릇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 내
가 못한다고 했드랬었는데 …”  

 그러던 중 브리테니커 세일즈맨을 했던 Sy씨가 대왕이라는 판매회사에서 

브리테니커사의 전통문화사업을 본 딴 잎차와 유기 반상기 사업을 추진하

면서 L씨를 찾아왔다. 이 회사는 별도의 생산단위가 없어 L씨의 유기를 

상품화하고자 한 것이다. 브리테니커사와 거래 하던 순천 Jh씨나 안성 K

씨의 유기점을 제외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브리테니커사

와 관계가 없었던 L씨가 사업 파트너로 선택된 것이다.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L씨는 대왕에서 방짜반상기 제조에 대한 제

안이 들어오는 등 반상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이것을 제작하고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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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강구하였다. 여전히 대야와 요강 등 큰 기물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

황에서 방짜반상기 생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기존의 납청 양대

유기 제작법은 기물의 형태가 큰 식기․대야ㆍ요강 등을 제작하는데 적합

한 것이었고, 반상기와 같은 작은 기물은 주로 주물기법을 이용하여 제작

되었다. 당시까지 방짜로 반상기를 제작하는 것은 순천 Jh씨가 하던 궁그

름 옥성기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적으로 방짜기법으로 하는 것

은 아니고 주물로 그릇형태를 만들어 곱돌위에 놓고 모양을 잡기 위해 위

쪽 부분만 궁그름대로 궁글려 제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브리테니커사 

벌교 징광유기공장에서 Jd씨에 의해 주물로 형태를 잡지 않고, 처음부터 

망치로 두드려 완성하는 것(Ju스님 제보)으로 변화되어 방짜반상기가 만

들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 수동으로 하는 이 방법의 생산성은 현저

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L씨는 스텐으로 그릇을 제조하던 방법을 유기 제작에 도입하

게 된다. 이 방법은 압연기(Roller 일명 ‘로라’), 프레스(Press)와 스피닝 

기계(Spinning Machine 일명 ‘시보리’)158) 등을 사용하여 그릇을 제작하

는 것이다. 압연기는 합금된 쇠인 바둑을 단조작업을 거치지 않고 납작하

게 눌러 펴는데 사용되고, 프레스는 기물의 형태를 오려 떼어내는데 사용

하며, 스피닝 기계는 기물을 성형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L씨는 기

계화를 통해 반상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반상기를 제작하여 

대왕과 거래하게 되면서 L씨는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3년 여 만에 

타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유기장 L씨 제보) 

 “그 판매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 첫째는 난 현금 받고 팔지 외상은 안한다. 
그리고 만든거를 전부 다 가져가야되니 한 달에 20세트(반상기)만 하자, 제
기는 10세트, 숟갈은 300벌 그것만 하자. 그래 가지고 그 때 내 유기를 배
우고 나서 가장 부자는 아니지만 여유 있게 살았다. 일꾼들 월급 안 밀리고 
공장도 크게 짓고…”

(위와 같음)

158) 유기장인들은 이를 일본어 발음으로 보통 ‘시보리’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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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발된 반상기 제조 기술은 안성을 비롯하여 현재 조금 규모가 큰 

유기점들 거의 모두에 공급되어 있다.

  K씨 유기점은 반상기가 다시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던 1970년대 말부터 

주물유기 제작법의 특성을 살려 반상기를 제조했다. 그러다 1992년 안성 

미양공단에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는 L씨 유기점에서 일하던 Ch씨를 공

장장으로 영입하고 기계식망치인 ‘함마’․롤러․프레스․스피닝 기계 등을 

이용해 반상기와 방짜로 제작되던 기물들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이후 K씨 

유기점은 주전자․향로․촛대․신선로 등 주물방법으로 제조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물을 제조하게 되었다. 

【Ks씨 유기점159) 기계를 이용한 반상기 제작과정】(유기장 Ka씨 제보) 
 
① 성형 작업 

㉠ 합금 : 구리와 주석을 78:22의 비율에 맞춰 합금하고 용해하여 이를 
둥그런 바둑모양의 쇳덩이로 만든다. 이 때 압연기(Rolle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물방법으로 제작하는 다른 유기점들에 비
해 쇳덩어리를 훨씬 크게 만든다. 

㉡ 압연(롤러작업) : 합금된 쇠를 납작하게 늘려 큰 판으로 만든다.
㉢ 형태 오려 떼기(프레스 작업) : 프레스를 이용하여 기물의 형태대로 쇠

판을 오려 떼어낸다.
㉣ 성형(스피닝 작업) : 납작한 기물 모양의 쇠판을 스피닝 기계(Spinning  

Machine 일명 ‘시보리’)를 이용하여 오목하게 눌러 기물의 형
태를 완성한다.

② 가질간 작업 : 주물제작법으로 주조성형 했을 때와 같이 성형된 그릇의 
안과 밖 표면의 검은 부분을 벗겨내고 유기 특유의 황금빛 그
릇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③ 연마 작업 : 가질이 된 기물의 표면을 좀 더 곱게 갈아 내는 작업이다. 
수저와 같은 경우에는 가질을 하지 않고 연마를 통해 표면의 
검은 빛을 벗겨낸 후 다시 표면을 더 곱게 연마하여 마무리 한
다.

159) K씨가 사망하고 난 후 이 유기점은 아들인 Ks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현재 
Ks씨 유기점에서는 18명의 장인이 한 달에 유기 3,000 ~ 6,000벌 정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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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형 태 크 기(㎝) 비 고

원형찬기
지름
9/11/12.5/15.5/1
8/26

상품종류 : 반상기(연엽
식기, 옥바리 식기, 오목
식기, 합식기), 면기(麵
器), 비빔기, 찬기(饌器, 
원형‧사각), 빙수기, 식기 

바름, 보관용기 등 
상품특징 : 반상기나 
제기는 1970년대 말 이
후 모양이나 크기에 큰 
변화 가 없다. 바름, 옻
칠 잔은 H그룹 장인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의 식기로 
디자인‧옻칠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만들어 가격이 
높아 판매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사진출처 : http://
www.anseongyugi.com 
2015.01.02. 접속 및 필
자 촬영)

사각찬기 길이 12 ~ 33

합 
비빔기

대 16.5*7.5
소 15*6.5

오목면기
대 17.5*7.5
소 16.5*6.5

바름

옻칠 잔

[표 4-16] 기계식으로 제작한 안성 Ks씨 유기점 2010년대 상품

④ 다듬질 및 장식 작업 : 뚜껑의 꼭지 등 추가 부품을 결합하여 완성하며, 
완성된 기물에 조각 등을 더하는 작업이다. 

K씨 유기점은 기계화를 통해 합금된 쇳물의 주입과정에서 기포가 발생해 

불량품이 되는 주물 제조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생산성을 높였다. 방짜

유기장이 사용하던 기계식 망치와 스테인리스 그릇 제조 기법 도입으로 

안성유기공방은 이제 주물기법 특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대는 막을 내

리게 됐다. 그리고 기계식 방짜기법으로 생산성을 도모하며, 다시 방짜유

기와 주물유기를 모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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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형 태 크 기(㎝) 비 고

식기
(부부세트) 

오목식기: 10*6/11.8*5.5, 
합식기: 11.2*5.5/11.8*5.5

(사진출처 : 
http://www.안성
유 기 . n e t / 
2015.01.02. 접속)

사각접시
15*15/19*19/22*22/25*25 
등으로 제작

옥면기 17.5*6.5/19.5*6.5

냉면기 18.5*8.5

[표 4-17] 주물방법으로 제작한 안성 G씨 유기점 2010년대 상품

 한편 방짜기법으로 악기를 제조하던 다른 유기점들에서도 새로운 기계의 

도입과 함께 주물로만 제조되는 기물 생산을 위해 안성지역에서 성행하던 

주물제작법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생산성 문제로 분화되었던 제작기

법 특화시대는 규모가 있는 유기점들을 중심으로 기계화에 의한 방짜와 

주물유기 생산을 하나의 유기점에서 병행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성이나 타 지역의 기계화를 할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영세한 

유기점들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지 않고 아직도 주물제작법을 통해 

반상기 등을 생산한다.160) 

 주물제작법을 이어왔던 이들 유기점들은 꽹과리․징 등 악기 수요도 예전

과 같지 않고, 유기제품에 있어서는 불기 등을 제외한다면 거의 반상기만

이 호황을 누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70년대 초 ‘함마’에 의해 사라진 전

국의 방짜유기점161)과 달리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160) 주물제작법에 의한 유기제작과정은 2014년 현재 안성 G씨 유기점 사례를 “부록자료”
에 제시하였다.

161) 남한 지역에서 손메질을 하는 방짜유기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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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주물유기점은 반상기의 호황을 타고 새로 생겨난 곳이 더 많

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듯 한국 브리테니커사의‘민족문화’발굴사업으로 시작된 일상생활

유기에 대한 환기(喚起)와 이에 따른 유기식기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방

짜반상기라는 새로운 반상기 상품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그 제조를 위해 

L씨에 의해 일명 ‘시보리’라 하는 유기식기 제작에 있어 신기술이 개

발되었고, L씨는 그 기술을 다른 유기점들과 공유하여 전국 유기점들은 

기계화에 의한 반상기 제조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온 유기점들은 이제는 규모가 큰 유기점

이 되었다. 그러나 주물유기제작법 역시 기계로 제작이 불가능한 기물들

을 제작하는, 영세하나마 전통을 고수하며 유기점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근대․탈근대 시대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제작법으로 남아 있다.

 

5. 유기의 의미변화과정과 상품가치 유지를 위한 장인의 실천

  식민지 근대화, 제국주의 침략 전쟁 동원 등으로 절멸의 시기를 거친 

후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유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에 따라 유기점들은 급격히 증가하여 안성에만 30여 집에 이르렀고, 이들

의 생산량으로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이시기 유기점들의 주요 생산품은 일상생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주발․
대접 등 식기였다. 유기장들은 유래 없는 호황 속에서도 식민지 시대 진

행된 안성맞춤이라는 전통담론을 자신의 상품과 연결하여 상품에 고유성․
진정성을 부여함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의 후면에 ‘안성맞춤’을 새겨 타 지역 상품과 구분함과 동시

에 ‘안성맞춤’을 안성지역 유기의 상표로 브랜드화 하였다. 아울러 식



- 200 -

민지 시기 형성된 소비수요에 맞춘 새로운 상품 생산의 전통을 이어 기념

품 등의 생산도 지속하였다. 또 안성유기제작소 등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관광기념품이라는 새로운 상품영역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이후 사고납 유기 제작 풍토와 연료의 변화 등으로 

유기는 변색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 대체상품으로 

양은‧스테인리스 등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용품으로서 유기의 지

위는 하락되었고, 전근대의 산물로 한국인의 일상에서 물러나야 할 운명

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용품을 주요 상품으로 생산하였던 안

성의 유기점들은 잠시의 호황을 뒤로 한 채 거의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장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근대화 된 시대에 

적합한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상품 가치를 지속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은 전멸의 위기에서 안성의 거

의 유일한 유기점으로 자리 잡게 된 안성 K씨 유기점과 그 장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발을 위한 관광 포클로리즘

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1960년대 초 정부에 의해 관광진흥정책이 추진되었고, 1963년부터 K씨는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춘 공예품 생산을 시작으로 토산품업자이자 수출업

자로 본인 스스로 근대화 된 산업 역군이 되었다. 그리고 관광‧수출과 연

계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유기점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안성유기는 전근대 일상생활용품의 정체성을 탈피하여 근대화 

된 상품인 외국인기호품․모조골동품 등 전통문화상품․근대생활용품으로 상

품으로서 의미를 변화시켜 갔다. 그리고 외국인 기호품 등 공예품 생산에

는 D씨, 모조골동품 제조에는 P씨가 그 분야 전문 장인으로 탄생되었다. 

이렇게 K씨 유기점은 자신의 생산품을 전근대적 산물인 일상생활용품에

서 지배엘리트의 관광 포클로리즘에 적합한 전통문화상품 등으로 탈바꿈

하여 유기와 생산자인 유기장을 근대화된 문화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정권의 관광 포클로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추

진되기 시작했던 전국적인 민속촌 건립 정책에 의해 안성 유기장들은 스

스로 관광객을 위한 “무대화 된 고유성”을 보여주는 상품이 되어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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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지속하게 되었다(딘 맥켄널 1986/1973). 이러한 관광객을 위한 무대

에 적합한 상품으로 방짜수저제작이 선택되었고, 이에 따라 안성의 유명

한 시장(匙匠)이었던 쌍둥이형제는 관광상품이자 장인으로서 시장의 길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한편 1970년대 말 정권의 근대화‧산업화를 표방한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대항문화로 추진되었던 지식인에 의한 포클로리즘적 성격을 갖는 민족생

활문화 부활운동에 힘입어 일상생활유기는 다시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되

찾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안성 유기점과 안성출신 유기장들은 다시 일상

생활용품인 유기를 생산하는 장인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물유기제작법 특화시대의 막을 내리고, 기계화에 의한 방

짜 식기 제작을 겸하여 그 생산성을 높였다. 아울러 주물유기제작법은 전

국적으로 기계화를 이룬 유기점의 보완적 생산방법이나 기계화 하지 못한 

소규모 유기점들의 오래된 생산방식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초래된 절멸의 시기 유기장들은 정부의 관광진

흥정책과 지식인들의 민족문화부활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포클로리즘에 

적극 대응하여 안성맞춤유기의 상품 가치를 지속하고, 유기 점주와 장인

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근대화에 따른 맥락의 변화에 대해 전근대와 근대를 적대적․대립

적인 시각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안성유기의 상품가치 유지를 위해 스스

로 근대화하는 노력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해 온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일상생

활용품 생산자에서 전통문화상품 생산자로, 전통문화상품 생산자이자 일

상생활용품 생산자로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상품 생산

자만이 아닌 스스로 관광상품이 되어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장인들의 정체성 지속과정은 점주들의 폐업과 전업, 장인들

의 이직 사유 등을 통해 생활인으로서 삶을 영위해 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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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장인의 새로운 화두 : 작품을 생산하는 전통계승자

1.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 지정 : 전통계승자 공식 지위 획득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관련 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리고 문화재 범주에 무형문화재가 포함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법령에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

치가 큰 것”으로 규정되었다(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http://www.moleg. 

go.kr).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1983년 6월 유기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무용 등 연행행위와 공예

기술이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로 이러한 행위와 기술은 사람을 매개로 이

루어지는 것이기에 초기 무형문화재 지정 시부터 그 기‧예능을 보유한 사

람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인간문화재”로 불리웠다. 무형문화재 제도에 

있어서 인적보존원칙이라 할 이러한 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는 “문화재

관리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을 이룩한 시기”로 평가(문화공

보부 1979: 278~279)되는 1970년대 들어 법령 속에 명시됨으로 보다 확고

해 진다.

 197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에는 당해 무

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보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

유자가 전부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사람

인 보유자 중심의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보유자의 

인정기준에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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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 하여 최근 한국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중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제1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기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보존  
   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및 기능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  
    고 보유자로 될 만 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970.12.16. 시행)

 이 보유자 인정기준 또한 1983년 유기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4년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는 기준은 유지

되고 있다. 이렇게 제도화된 전통계승자가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1970년 말 확립되었다. 

 초기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에 대해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문화재의 비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여 세속의 일상을 초월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정신적인 가치를 극대화한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상의 문화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다. 전자는 1952년 구성된 「국보, 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회」때부터 

국보 분야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홍직(李弘稙)에 의해 주장되었고162), 후자

162) 그는 문화를 “人間의 技術的인 創造의 所産”이라 정의하고, 문화재는 “경제상의 재산
관념을 문화적인 소산에 그 명칭을 전용한 것”으로 “경제가치와 구별하고 대조시켜서 문
화가치를 지닌 것”이라 정의했다. 아울러 문화재는 “경제적인 환폐(換幣) 관념의 바깥에 
서서 실용과는 전연 성질이나 차원이 다른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
다고 했다. 이렇게 그는 문화재를 정의함에 있어 경제가치에 대비하여 문화가치와 정신
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아울러 진정한 문화재는 “국민전체가 그 전통과 창조력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문
화재보호법 상의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
라는 전 분야 문화재에 공통된 가치기준의 배경을 제시해 주었다(李弘稙 1965: 4~7). 이
러한 그의 시각은 일제 강점기 이래 문화재에 대한 도굴ㆍ발굴과 함께 그 예술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이어져 도굴품의 매매가 성행해 사회적 문제로 신문지상에 떠도는 상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동아일보』1955.10.22.;  1966.10.04.; 『경향신문』196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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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재보존위원회」163)시절부터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원룡(金元龍)이

었다.164) 이홍직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여 일상의 경제적․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곳에 있는 비일상적이고 역사적․예술적으로 탁월한 것이라는 문화

재에 대한 가치기준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당시 일상의 세속문

화로 존재하던 많은 전통․민족문화를 전근대적 산물로서 정권의 근대화․경
제개발을 위한 극복의 대상으로 남겨둘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근대화․경
제개발과 함께 또 하나의 정책기조를 형성하고 있던 “민족문화 중흥”이

라는 이념은 모든 민족문화의 보호가 아닌 마치 “노아의 방주 Noah's 

Ar”처럼 그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것을 선별해 지정된 것을 중

심으로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현

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격리되지 않은 살아있는 문화재, 그

리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문화재에 대한 실용적 

관점은 관광과 연계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권의 경제지상

주의와 결합되어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문화재보호법과 현실 속

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문화재를 둘러 싼 동전의 양

면으로 상호 공존하게 되었고, 이는 무형문화재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

어 이후 지정 및 보유자 계승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낳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재보호법 체계 속에 무형문화재라 규정되는 것들

은 대부분 전근대의 산물로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어 박정희정권 들어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던 근대화․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미 인멸되었거나 인

1966.09.24. 기사). 이러한 세태는 문화재에 대한 문화가치 강조와 이를 상품․일상의 세
계를 떠난 고고한 정신적 세계에 두고자 하는 경향의 배경이 될 것이다.

163) 1960년 11월 제정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 의거한 문화재위원회의 전신이다.
164) 그는 “신성불가침(神聖不可侵)의 관념에 의해 순전히 보전(保全)만을 지상과제”로 삼고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해 “文化財라는 것은 우리의 生活과 隔離되어 높은 담 
안에 쌓여 있어야 하는 … 죽은 물건이 아니다”고 하여 이홍직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
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목적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거나 잊어버
린 물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하며, 우리의 일상적 삶과 함께 하는 문화재가 되
도록 보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로마를 비롯하여 유럽의 경우와 
같이 문화재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실용성을 통해 문
화재가 일반인들의 생활과 격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金元龍 1965: 8~11). 이렇게 그는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현재를 살아
가는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 문화재가 존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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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될 운명에 처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성맞춤유기는 1960

년대 이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인멸위기의 문화유산으로 보도되어왔

다. 1963년에는 “빛 잃어가는 鍮器時代 寵兒 洋銀에 눌려 숨거둘 安城마

춤”으로 보도되었고,  K씨는 “안성읍내 몇 개 공장 중 실제 운영 중인 

유일한 공장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유기 식기의 판매 부진에 따라 서

울에서 주문받은 ‘외인기념품’생산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형편이라 

“대를 이어오던 유기공장 문을 닫게 될 날도 멀지 않았지만 이 공장을 

살 사람도 없을 것 같다”고 한탄하였다(『경향신문』1963.07.13.  기사). 

이후 K씨는 경제개발, 수출, 관광, 외화획득 등 정부정책에 수출업자, 관

광토산품 판매업자로 적극 대응하며 1970년대까지 안성유기의 명맥을 이

어갔다. 이렇게 살아남아 K씨 유기점은 앞 서 살펴 본 대로 1970년대 말 

한국브리테니커사에서 추진했던 지식인의 우리문화찾기 운동과 전통문화

상품 개발이 접목된 조선 반상기 부활사업에도 동참하게 되어 K씨는 안

성맞춤유기를 계승하는 마지막 점주가 되었다. 

 이렇게 K씨가 토산품판매업자이자 안성맞춤유기의 전통계승자로서 지위

를 점차 확고히 해가며 생존해 가고 있던 1978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

통공예 중 ‘재생공예(再生工藝)’와 ‘낙후공예(落後工藝)’를 찾아내어 

지정․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진행은 해당분야 조

사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종합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칠공예(황칠, 옻칠), 대목

장, 염색공예, 지화공예, 옹기․사기․와기 공예, 지공예, 초립공예, 악기공예

(고, 젓대 등), 자수공예, 범종공예, 선(합죽)공예와 함께 유기공예가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1978.12.29.‘문화재위원회 2분과 회의록’; 문화

재관리국 1979: 249~253). 이 시기 경부터 K씨는 신문지상에 유기점주이자 

전통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나갔다. 1978년 6월 12일자 『동아

일보』에는 “豊和산업 ○○○씨의 執念 斜陽길 「安城유기」지켜30年”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고, K씨는 “안성마춤의 전봉”을 지키고 있다

는 평을 받으며, “사는 날까지 ‘안성마춤’ 전통”을 지켜가겠다는 의

지를 밝혔다(『동아일보』1978.06.1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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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978년 8월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에서 함양의 유명한 징

장이었던 오덕수가 ‘방짜 불기(佛器)’로 당시 최고상이었던 문화공보부

장관상(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 전승공예전의 전신

이었던 이 전시회는 무형문화재 발굴을 주요목적 중 하나로 하였고, 수상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정조사가 들어가곤 했다. 아울러 문화재관리국에

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하는 장인에게 그 선행절차로 전승

공예전에 출품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165) 이에 따라 오덕수는 무형문화

재 보유자가 될 수 있었지만, 상을 받고 바로 사망했다(유기장 L씨; A씨 

제보). 이 때문인지 그 선후관계는 명확치 않으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K

씨에게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권유했고, K씨는 1979년 전승공예전에 당

시 생산 중이던 유기반상기와 제기를 출품하여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

다. 

 상을 받은 후 K씨는 신문지상에 인멸위기에 있는 안성유기의 명맥을 이

어온 마지막 장인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1979년 9월 22일『경향신문』

과의 인터뷰에서는 K씨는 안성유기의 맥을 잇기 위해 파산의 어려움을 

165) “傳統文化를 계승하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民族문화를 창조하여 문예진흥을 이루자”는 
1971년 7월 제7대 박정희 대통령취임사를 계기로 문공부에서는 ‘문예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했다(『매일경제』1977.03.29.기사). 이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2년 ‘문화재 보
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 128억을 투입하여 경주․부여․공주 등 고도개발사업과 
비지정 사찰석조물․왕릉․성지․민속자료․명승에 대한 보수․정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
해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문화재청 2011: 149~150). 이러
한 정책 실천 방안의 하나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3년 “숨어 있는 人間文化財를 廣範
하게 發掘 保護하는 同時에 傳統工藝技術의 振興”및 공예산업진흥에 일조하기 위해 ‘제
1회 인간문화재공예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李治淳 1973). 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작품전시회를 통한 기능공개의 측면에 더하여 1977년 제 2회 대회부터는 공모전의 성격
을 도입함과 동시에, 매년 개최하여 이를 상설화하였다. 아울러 공예전의 명칭도 1979년 
‘인간문화재공예전’, 1980년 ‘전승공예전’이라 하여 공모전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당초 
전승공예전은 1965년 이두현에 의해 민속예술경연대회 함께 공예부문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해 제안되었던 것이다. “무력하고 빈궁한 몇몇 工人들과 더부러 傳統工藝技術은 大部
分 絶滅狀態에 놓여 있다. 韓國傳統工藝展  같은 것이 國展과는 따로 開催되어 優秀한 
作品의 公開가 있고 同時에 會場에서 各種工藝 秘法의 公開, 또 그 作品들의 購入等 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鼓舞的이겠는가”(李杜鉉 1965: 78~79) 전승공예전은 1979년 제4회 
대회부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신설하고, 대통령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지정을 검토하는 특전을 부여하게(金田培 1979: 165) 되어 1958년부터 개최되었
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함께 인간문화재의 양대 등용문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도 수립 초기 문화재위원에 의해 제안되었던 ‘전승공예전’은 1970년대 초 정권의 ‘민족
문화중흥’ 및 이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실제 정책 속
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 207 -

딛고 유기업을 지속해 왔지만 당시 젊은이들이 배우지 않으려 하여 아들

이 이 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대를 이은 전통계승의 의지를 보여준

다.

 양은그릇에 밀려나고, 주부의 일손을 던다는 매력 때문에 웃돈 얹어 바꾸던 스
테인리스 식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에서 쫓겨난 유기(鍮器)는 장식용으로만 겨우 
숨을 이어왔다. 놋그릇 만들기에 40여년을 보낸 ○○○씨(…)는 유기의 본고장/
그래서 안성마춤이라는 말까지 낳게 한 경기도 安城유기의 명맥을 이어왔다. … 
“이일 아니고도 먹고 살만하게 되니 안식구가 그만두라고 성화를 했었지요. 그
렇지만 안성유기가 말로만 남고 맥이 끊어져서야 됩니까? 고집으로 지금까지 
버텨오느라 한때는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에게서 젊은이
들이 유기기술을 많이 배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힘든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기술전수가 힘들다는 ○씨는 자신의 일을 아들 ○○씨(31)가 맡아 해주
는 수밖에 없다고. 아들 ○○씨도 처음에는 이일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았으나 
전통을 살리고 안성유기의 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해나갈 결심이라며 “아버지의 
이번 수상소식을 듣고 이일에도 보람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기뻐했
다.

(『경향신문』1979.09.22. 기사)

 전승공예전 수상 이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80년 문화재전문위원 맹인

재(孟仁在)와 김종태(金鍾太)에게 안성유기조사를 의뢰했다. 이 조사보고서

에는 한국유기 및 안성유기의 유래, 유기의 원료, K씨의 기술형성과정, 안

성유기의 종류, 제작공정 및 공구까지 자세히 기술되었다. K씨의 기술형

성과정에서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성유기의 명맥을 이어 

온 안성의 유일한 유기점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끈기로 경영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 鍮器製作을 하여 安城鍮器의 명
맥을 이어왔다 … 國內需要로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外國市場을 개척하여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安城에
서 鍮器業을 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지고 오직 〇氏 혼자만 남아 있을 뿐이
었다 … 현재 安城邑 鳳山洞參八壹番地의 貳號에서 工場建物 50坪에 鍮器
工 9名을 거느리고 재래식 절반 근대식 절반의 鍮器製作을 계속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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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에 있는 安城마침의 鍮器를 만들고 있다.”
(孟仁在․金鍾太 1980: 302~303)

 조사를 담당했던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안성유기가 아직까지 “한국주물유

기제작의 기법”을 보존하고 있음에 큰 의의를 두었으며, 안성유기 제작

기법이 당시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다행한 일로 보고 있었다. 아울러 

K씨를 “유기공 출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역경의 고난을 가지면서도 고

집스럽게 유기업을 계속하고 있어 명실공히 한국주물유기제작기술의 독보

적인 존재”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물대장 이상덕과 가질대장 J씨도 

유기의 전통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유공(鍮工)”으로 평가했다(孟仁在․金
鍾太 1980). 이렇게 K씨는 무형문화재 지정조사에서도 안성맞춤유기의 명

맥을 잇고 있는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인멸위기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다.

 이 조사 후 같은 해 11월 K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심의를 받았다. 그

러나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금천․순천․홍성․경주 등 타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재래 유기기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안성

유기장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되었다(문화재관리국 

1981: 313). 같은 해 6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전

국유기장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조사에서는 전국 유기 장

인들을 주물유기, 양대(良大) 및 방짜유기(方字鍮器), 순천궁구름옥성기(半
方字鍮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주물유기에는 안성유기의 K씨, 경주유

기의 이몽규(李夢珪), 봉화유기의 고해룡(高海龍), 충주유기의 B씨, 운봉유

기의 윤춘열(尹春烈), 이리유기의 송병림(宋秉琳) 등 총 6명이 대상이었다. 

안성유기는 1980년 조사한 자료가 있기에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간략

한 내용과 함께 조사자 의견을 제출했다. 이 의견에 K씨는 당시 생존하고 

있는 “안성유기기능자”중 기능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어려운 운영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유기를 제작하여 한국유기제작기교를 

보존”하고 있으며, 근 100년간의 한국유기변화에 있어서 산증인으로 묘

사되었다. 아울러 당시 조사한 전국 ‘유기기능자’ 중에서 K씨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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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와 경력, 고증(考證) 등 각종 유기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

난 것으로 평가받았다(芮庸海․金鍾太 1982). 
 안성 외에 주물유기 조사 대상이었던 경주 이몽규의 경우 조선말 경주유

기의 대표적 생산지라 할 수 있는 황남동 놋점거리에서 태어나 경제적 어

려움에도 유기업을 지속해 온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유기점주이자 기술자

로 혼자서 부질, 가질, 광치기 등 주물제작 전 과정을 하여 완벽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이몽규는 경주 시내 관광 상회의 

주문에 의해 향로, 촛대, 제기, 10모화로 등 전통문화상품과 유기식기를 

주요 상품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그도 역시 전통 기물생산과정을 보여

주어 무형문화재 조사 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봉화유기의 경우 조선 말기부터 시작되어 그 유래가 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고해룡은 유기의 수난기였던 1960~70년대 

봉화를 떠나 서울의 동화공예 등에서 직원으로 공예품을 만들었으며, 조

사시점인 1979년 경 다시 봉화에서 유기제작을 시작해 20여 년간 맥이 끊

어져 전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운봉유기도 봉화유기와 마찬가

지로 유래가 오래되고 유품(遺品)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되었지만, 

대를 이은 유기장 윤춘열은 30여 년간 유기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

하려고 준비 중으로 그 전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 외 충주

의 B씨나 이리 송병림의 경우 당시 제작유기의 종류가 요령, 소풍경, 학

교종, 각종 상패, 장구고리 등 극히 적어 전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芮庸海․金鍾太 1982). 이렇게 하여 주물유기에서는 안성의 K씨와 경주

의 이몽규가 중간에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

기업을 해왔으며, 기술이 뛰어나고 전통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

 방짜유기 부문에서는 납청양대유기의 L씨․김봉룡ㆍ이병섭ㆍ박정선ㆍMi씨

ㆍKm씨ㆍCh씨, 함양방짜의 오규봉, 김천방짜의 김일웅, 민속촌방짜의 유

덕열, 오인주, 김재근, 김정환 등 총 13명이 대상이었다. 그리고 무형문화

재 지정 조사보고서 상에는 방짜유기 조사대상자 중 문화재관리국의 권유

로 전승공예전에 출품해 상을 받았던 L씨의 납청유기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조명되었다.166) 납청유기는 해방 후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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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5곳, 대전에 1곳, 김천에 1곳 등 모두 7곳에서 유기제작이 지속되

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유기쇠퇴기에 모두 문을 닫고 L씨

만이 안양에 공장을 운영하여 납청유기의 마지막 점주이자 방짜유기 장인

으로 부각되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는 L씨를 비롯하여 김봉룡, 이병

섭, 박정선 등 납청출신 장인들에 대해 “마땅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芮庸海․金鍾太 1982). 
 순천의 궁구름옥성기는 동 보고서 상에 일명 반방짜유기 제작방법으로 

소개되었는데, 순천에서 원래 제작되던 방법은 “궁구름옥성기법”이라 

하는 것이고, “반방자”라는 것은 “뿌리깊은나무사에서 상업상 이용하

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 했다. 장인들에 대해서는 유기장 Jh씨가 그동안 

많은 사업상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며 “순천지방에 전해

지는 반방짜유기기능공을 대표한다”고 문화재위원들은 의견을 제시했다. 

Jd씨의 경우는 “본래 임실에서 유기를 제작하던 사람으로 순천 궁그름옥

성기의 기능자가 아니고 유기장 Jh씨의 공장에서 옥성기 만드는 것을 협

조하고 있던 중 뿌리깊은나무사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영입하여 상업적으

로 이용하고 있다”고 평하였다(芮庸海․金鍾太 1982).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유기장 총 21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1983년 4월 문화재위원회의 결과 “우리民族의 生
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發達하여 왔으나 漸次 사라져가고 있으므로 

傳統鍮器製作 技能을 傳承保存”(문화재관리국 1984: 366)해야 한다는 의

미를 부여하여 유기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주

물유기장에 K씨, 방짜유기장에 L씨, 궁그름옥성기에 Jd씨가 보유자로 인

정되었다. 

 주물유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안성 K씨의 경우 1980년 문화재 지정 조사

보고서나 신문지상, 안성 인근지역 주민이나 장인들 사이에서 주물유기의 

166) 납청유기 L씨는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방짜유기장 Mi씨의 권유로 1981년 전승
공예전에 놋상을 출품해 입선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대회에서 Mi씨가 ‘자바라’를 출품해 
장려상을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L씨는 전승공예전 출품에 대한 열의가 없어졌다. 그러
나 1982년 문화재관리국의 권유에 의해 전승공예전에 ‘방짜유기 좌종 坐鐘’을 출품하였
고,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L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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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을 지켜 온 경영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유기장 보

유자로 인정된 것은 당시 정권의 정치이념 및 관료집단의 이에 대한 정책

적 실천과 문화재위원 등 지식인들의 정책 내외에서 이루어진 실천에 생

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업을 이어와 결국 인멸위기의 유

일한 문화유산이 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

던 반도조선아케이드에 장기간 매장을 갖고 관광토산품업자로 활동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관계기관 관료들에게 무형문화재 조

사 대상자로 발탁된 점 또한 문화재 지정에 있어 주효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아울러 ‘안성맞춤’이 한국유기 관련 문화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지

위 또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납청유기의 L씨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다. L씨

는 어려운 시절을 생활인으로서 신기술의 도입과 지배엘리트들의 정치이

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방짜유기를 대표하는 납청유기의 유일한 점주

이자 장인으로 살아남았다. 아울러 기계망치인 ‘함마’를 이용한 유기 

제작법으로 함양 등 남한지역 징공장들이 문을 닫게 하였고, L씨는 그 장

인들을 자신의 유기공장으로 흡수하여 남한 방짜유기 제작의 명맥까지 잇

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함양방짜유기의 명맥을 잇고 

있던 오덕수의 사망과 함께 더욱 강화되어 방짜유기계의 유일한 문화유산

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기능보유자 인정 대상자로 먼저 발탁

된 K씨에 의해 관계당국에 추천된 점(안성유기장들 제보)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주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의 경우 무형문화재 지정 보고서 상에 “順天地方에서 성행하는 궁

구름옥성기 鍮器技能을 전통적으로 保有하고 있는 장인”으로 기재된 유

기장 Jh씨가 아닌 그 기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던 Jd씨가 보유

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공예분야 문화재 지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화재위원과 뿌리깊은나무사 사장 S씨의 인연으로 지정되었

다는 후문을 낳았다(중요무형문화재 L씨 제보). 

 한편 문화재위원회에서는 70년대 말 초기 문화재지정 시 인멸위기의 문

화유산을 찾아 이미 전업하기도 한 장인들을 발굴하여 무조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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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서 전승과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

다. 정책적으로는 이미 1972년 ‘문화재 보존․관리 5개년 계획’부터 그러

한 원칙이 천명되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77년 3월 제2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전승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두현은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경우 “高齡老弱한 保有者들이 旣得權으

로 保護費만 받고” 전승활동은 하지 않아 단체 내 알력과 말썽만 많아져 

전승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

에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유기장 지정 조사 시 문화재위원으

로 참여했던 예용해는 “過去에는 사라져가는 傳統文化의 保存策으로 指
定위주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內實을 기하는 方向으로 玉石을 가리는 처방

이 나와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977.03.30.‘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

원회 회의록’; 문화재관리국 1979: 225).

 이에 따라 유기부문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지닌 숨어있는 기능보유자보다

는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승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영

인이나 경영인에 의해 그러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인을 중심으로 중

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기준에는 자신의 공방을 소

유하고 있는 것이 전승여건과 관련하여 일종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공

예분야 문화재전문위원 Ag씨 제보; 2015.2.4.제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이들 경영인들은 생활인으로서 생존을 위

해 지배엘리트들의 실천에 적극 대응하며 유기절멸의 시대를 견디어 인멸

위기의 문화유산으로 살아남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지 못한 장인들을 비롯하여 자신이 

당해 분야 최고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인들에 의해 언제든 

기능에 대한 공방전에 휩싸일 여지를 남겼다.   

 전통계승자로서의 공식 지위를 획득하게 된 이후 기능보유자 K씨는 직

접적으로 “전통문화보존”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가 되었다. 그리고 전수조교인 아들 Ks씨도 “가업계승도 중요하지만 전

통문화보존에 더욱 큰 사명감”을 느끼는 무형문화재 계승자로서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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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분명히 하게 된다(『경향신문』1990.03.06. 기사). 이렇게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안성유기장은 전승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히 하게 

되었다.

2. 무형문화재 신분 지키기 : 생활인과 전통계승자 정체성의 갈등

 1983년 국가지정 유기장인 중요무형문화재 77호가 탄생함과 동시에 3명

의 기능보유자가 인정되었고, 뒤를 이어 시도 무형문화재 유기장까지 등

장하였다. 이후 국가지정은 기능이 가장 뛰어날 뿐 아니라 역사상․예술상 

탁월한 가치를 지닌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상징적 의미 역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인식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공유

되었다. 아울러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유기장의 경우 기능이나 상징적 의

미에서 그 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중요무형문화재와 무형문

화재라는 칭호의 차이처럼 이를 통해 획득된 문화자본에도 차별성이 있었

다. 

 따라서 획득된 문화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실천에도 차이가 있게 

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시도 무형문화재와 일반 장인이라는 두 종류의 

실천 대상을 갖게 되었고, 시도 무형문화재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와 일

반 장인이라는 실천 대상이 생겼다. 이들은 무형문화재 유기장으로서 공

통성을 갖고 단체 활동을 통해 그 정체성 유지․강화를 통한 이권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 비지정 장인들 또한 자신들의 이권창출을 위해 

지배엘리트와 중요무형문화재․시도지정무형문화재들을 실천 대상으로 무

형문화재 보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은 무형문화재의 신

분이 문화자본으로서 뿐 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까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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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문화와 경제라는 두 가지 가치가 중첩되며 이를 둘러싸고 진행되

어 나갔다. 

 한편 상품으로서 유기는 장인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더불어 작품이자 민

족문화유산으로 고유화되어 그 생의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유기의 생의 변화는 국가지정인 중요무형문화재 제작품에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이렇게 무형문화재 지위의 차등에 따른 장인의 서열화는 그 

제작품인 유기의 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차별성을 

갖게 했다. 

1) 비지정 장인의 도전 : 무형문화재 지정 노력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의 지정은 유기장들을 그동안 생업으로 유기업을 

이어왔고, 경영주로서 경제적 이익창출을 도모하는 생활인에서 전통문화

를 계승하는 ‘민족의 위대한 유산’인 인간문화재로 재탄생시켰다. 더구나 

문화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지고한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것(李
弘稙 1965: 4~7)으로 인식되어 무형문화재의 제작품은 뛰어난 기술과 더불어 

역사성과 예술성을 갖춘 민족의 유산으로서의 가치까지 중첩하여 갖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유기장은 생활인이 아닌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이자 무형

문화재로서의 명예를 갖게 되어 호칭은 선생님으로 바뀌고, 그의 제작품은 

상품이자 작품으로 불리게 되었다.

 “문화재 되고 대우 받는다. 선생님 선생님 그런다. 군수니 누가 와도 누구
누구야 하지 않고 선생님 선생님 한다”

(무형문화재 A씨 제보)

 이는 유기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 가치의 생산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도 비지정업체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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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책정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된 브랜드 가치에 의해 판로

확보 및 판매에도 유리하였다. 

“이미지 때문에 롯데 현대 넣었었는데 문화재 아니라고 후려치고 물건은 우
리가 대한민국에서 무지 까다롭게 하는데도 문화재하고는 가격차이가 한 
30% 난다” 

(유기장 G씨 제보)

“가격은 K씨네 보다 어떤 거는 1/3이나 반 가격이다. 사람들이 배 차이나도 
무형문화재 있는 거를 사는 경우가 많다” 

(유기장 Ys씨 제보)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명예를 자신의 상품에 더하고자 하는 비지정 장

인의 경우 유기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인 77과 비슷한 숫자인 75를 

자신의 상표와 함께 “… 점장 75”등으로 해서 상품에 새기는 경우도 생

겼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1968년 이래 매달 전승지

원금이 지급되었고, 1979년부터는 매년 기예능 발표를 위한 공개행사비도 

지원되었다(金田培 1979: 164). 또 문화재청에서는 전승공예전에 출품된 

작품 등 매년 일정정도의 작품을 구입해 주며, 전수교육관 건립도 지원했

다. 그리고 각 시도나 시군 단위에서도 작품 활동비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이 일반 기술자에서 역사적․예술적으로 뛰어

난 민족예술가로서의 지위와 명예, 이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

게 됨에 따라 비지정 장인들 또한 이러한 문화자본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

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1982년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조사 후 중요무

형문화재가 되지 못한 장인 등 각 지의 유기장들은 시도무형문화재가 되

기 위해 노력하였고, 시도 무형문화재가 되지 못한 장인들은 시군 무형문

화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또 무형문화재가 되지 못한 장인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등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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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칭호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2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를 받았던 봉화의 고해룡은 1994년 봉

화의 Si씨와 함께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봉화유기장이 되었다. 그리

고 충주의 B씨는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인 L씨의 권유에 의해 그 

추천서를 갖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방짜유기장인 

납청유기의 Mi씨는 1983년 독립하여 안양에 ○○공예사를 설립하였고, 무

형문화재의 등용문이었던 전승공예전에 1980년대 지속적으로 출품하였다. 

그리고 그 수상내역에 힘입어 1992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짜유기

장에 지정되었다(Mi씨 제보). 또 김천의 김일웅은 1986년 경상북도 무형문

화재 제9호 김천징장(金泉鉦匠)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징장을 포함하여 현

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기장은 이외에도 함양출신으로 함양 징점들이 

문을 닫게 된 후 서울 L씨 유기점에서 장인으로 일했고, 현재 거창에서 

유기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있다. A씨는 1993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장에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전라북도에도 무형문화재 제43

호로 유기장이 지정되었다. 이들 중 고해룡과 김일웅은 이미 사망하여 고

해룡은 아들 Ko씨가 아버지를 이어 무형문화재가 되었고, 김일응은 아들 

W씨가 전수조교로 남아 있다. 이렇게 비지정 장인들은 경제적 가치로 이

어지는 문화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무형문화재가 되고자 노력하였고, 지정 

장인들은 이를 지켜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안성의 장인들의 경우 1983년 유기장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후 

1989년에는 백동연죽장 양인석이 경기도무형문화재 제7호에 지정되었다. 

양인석은 1980년 이후 안성의 마지막 연죽점주이자 장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제13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 입상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 해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무형문화재

가 되고자 하는 안성 장인들의 열망이 거세어졌다. 2005년에는 주물 솥 

제작 장인과 대장장이가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위해 신청서를 제

출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주물 솥 제작 장인은 경기도무

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었고, 대장장이는 지정이 보류되었다. 이후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되지 못한 대장장이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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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고, 2011년 안성시 무형문화재 1호가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정 관료 및 정치인 등에게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유기장의 경우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 국가지정이나 시도 지정 공히 지

침 상 종목 중복 지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주물유기장이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장인들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되고자 노력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독자적 사업장을 갖지 못한 장인들보다는 자신의 

유기점을 소유한 장인들에 의해 사업적인 목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최근 유기장 G씨는 기 중요무형문화재 판매장이 있는 인근에 자신의 판

매장을 개설하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G씨는 집안 형제들

과 유기점을 공동운영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경영을 주로 맡아서 하던 

동생에 의해 상품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G씨의 동생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인증서를 갖추기 위해 G씨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시키고자 노력했고, 병행하여 명장 신청도 함께 추진하였다. 이 과정

에서 G씨의 동생 역시 행정관료 및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

으로 어필하였다(G씨 동생 및 가족 제보).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안성시에는 명장제도가 탄생되었고, G씨는 안성시 명장 1호가 되었다. 명

장이 되고 나서 G씨 유기점의 상품판매는 50% 정도 신장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G씨의 동생은 형과 별도의 유기점을 설립하였고, 최근 안성

시 무형문화재가 되었다(유기장 G씨 제보). 이렇게 장인들은 이제 수동적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경제 가치를 생산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문화자본 획득을 위해 지배엘리트들의 정책수립이나 실행에 있어 자

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책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권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독자적 유기점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된 점주

들에 비해 뛰어난 기술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장인들 역시 무형문화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 안성맞춤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경상도에

서 안성으로 사업체를 이전 해 온 C유기공방의 장인들은 기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기능문제를 거론하

며, 문화재 지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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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절차

를 궁금해 하며 이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 그리고 안성출신으로 민속촌

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장(匙匠) 쌍둥이 형제 역시 기 무형문화재 보유자

가 된 장인들에 대해 기능과 관련하여 자격 문제를 운운하며, 제도 운영

이 잘못되어왔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더하여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능이 뛰어남에도 자신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

워했다. 이들이 의미하는 기능은 무형문화재 제도에서 지향하는 근대식 

기계사용을 최소화한 전근대적 방식의 수공(手工)기능이다. 

 그러나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이 지정되었던 1983년 이래 독자적 유기점

을 갖추어야 한다는 보유자 인정 요건은 2015년 2월 전승환경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됨으로167)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점주가 아닌 장인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더하여 현재 제도화된 전통계승자 개념에 강조

되어 있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역시 이들의 인식대로 “밀어주는 사람” 

없이는 제도교육 수준이 낮은 생활인으로서 장인들이 넘기에는 턱없이 높

아 보인다. 

 2013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있어 공모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이전에 전수교육조교 중심으로 보유자가 인정되던 관행은 종료되어  

해당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 뿐 만 아니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를 비롯하여 일반 장인들도 중요무

형문화재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68) 그러나 제도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일반전승자’는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했거나 최근까지 무형문

16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제11조와 관련하
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가 2015년 2월 4일 제정‧고시되어
(문화재청고시 제2015-14호).

168) 이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 공정성․적합성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정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문화재
청은 이를 통해 기존에 관행으로 진행되어 온 폐쇄적인 전수조교 중심의 보유자 인정에
서 탈피하여 공모제를 통해 보유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도 마련하여 문화재지정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시행 2013.2.12.] 제5조(조사대상의 범위) 제 2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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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용문이었던 전승공예전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관련 교육 교‧강사 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소지자이다. 

제2조(정의) 
③ 이 규정에서 "일반전승자"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6조‧제27
조에 따라 인정 또는 선정되지 않고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  
   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  
   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2013.2.12.시행 「문화재청훈령」 제289호)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승자는 학

력․자격증 등 기 문화자본을 획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예

술가로서 작품 활동을 통해 각종 대회 수상을 거쳐 그 기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더하여 이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기점

을 소유한 점주로서의 경제적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전

통계승자의 공식 지위는 기 문화자본이나 경제자본을 획득한 장인이나 예

술가들이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전승과 활용이 강

조됨과 동시에 근대 예술의 개념이 접목된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통계승자

의 공식 지위 획득에 있어 생활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일반장인들

은 배제한 채로 운용되어 왔고, 그러한 경향은 점차 강화되어 왔다.

      



- 220 -

2) 무형문화재 유기장들의 진정성 공방

 무형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을 지속하는데 있어 그 등용문이었던 전승공예

대전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행정기관과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친분관계 형성을 통해 신분지속과 세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무형문화재 단체 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었다. 

 유기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983년 경 공예부문 무형문화재 단체는 

전통공예기능인보존협회와 전통공예전수교육회가 있었다. 전통공예기능보

존협회는 1974년 3월 전수자들의 교육양성을 목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인

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나전칠기장 김봉룡(金奉
龍)이 회장이었고, 궁시장 김장환(金章煥), 악기장 김광주(金廣冑), 매듭장 

정연수(程延壽), 조각장 김정섭(金鼎燮)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다.(『동

아일보』1974.07.12. ;www.kpicaa.co.kr) 또 전통공예전수교육회는 1983년 전통공

예전수생들이 모여 만들었고, 침방, 북, 나전, 칠기, 죽세공, 소목, 단청, 

화각, 매듭, 민화, 갓, 자수, 왕골, 금속 등 13개 공방으로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회장은 당시 동국대교수였던 정명호(鄭明鎬)였고, 주요 활동은 전

통공예 전수교육과 작품전시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1986년 경 안성의 

K씨는 전수교육회의 작품전시회에 출품하는 등 이 단체와 관계를 가졌다

(『경향신문』1986.09.05. 기사).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 K씨와 L씨는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 무형

문화재협회 대표가 되어 직접적으로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L씨

는 1988년 ~ 1992년까지 전통공예기능보존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했고, K씨

는 1992년 경 전통공예전수교육회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중요무형문화

재 공예기능보존회’회장으로 활동했다(『동아일보』1993.01.17.;『연합뉴스』

1993.03.18. 기사). L씨가 협회 이사장으로 재임 당시 주요업적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문화부장관과의 접촉을 통해 공예상설전시관을 건립한 것이다. 

 최근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안성유기장을 비롯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과 경상도 지역의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유기장 등 4개 유기점은 

무형문화재 2~3세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 친목 단체를 결성하고 무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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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정 및 세습, 유기업의 활로에 대해 공동모색을 도모하고 있다. 2008

년 경 이 모임을 주축으로 무형문화재 유기장들은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반방짜유기장이었던 Sb씨가 해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유기장 L씨; 유기장 A씨; 유기장 W씨 제보).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기술에 

대한 공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였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 문제는 장인들의 이해와 관련하여 이 사

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기술에 대한 공방은 장인들에 의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해법으로 사용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2000년대 후반 시군지정 유기장들의 홈쇼핑 등 유기판매

와 관련하여 반방짜 유기장 Sb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반방짜 유

기장 Sb씨는 뿌리깊은나무사의 현지 공장 운영자로 그 생산품은 브리테

니커사의 판매조직을 통해 뿌리깊은나무사 회사 차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

었다. 때문에 반방짜 유기장 Sb씨는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판매

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기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던 

1997년 뿌리깊은나무사의 전통문화상품 판매를 총 지휘하던 S사장이 타계

하고, 이어서 벌교 현지 생산 총 책임자였던 그 동생 Sa씨도 1998년 타계

하게 되자 Sb씨 유기점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브리테니커사의 회사 운영상의 변화와도 밀접히 연관이 된다고 

보이는데, 1990년대 초 브리테니커사는 인터넷이 발달한 온라인 시대에 

인쇄본 백과사전의 상품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 세계 판매조직의 운

영을 중단하고 인터넷 컨텐츠사업으로 회사의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이

에 따라 1993년~1995년 한국브리테니커사에는 미국인 사장이 부임하여 세

일즈맨 조직을 정리하게 된다(한국브리테니커사 C상무 제보). 이렇게 되자 

브리테니커사의 세일즈맨 조직을 통한 판매에 의존하고 있던 뿌리깊은나

무사 전통문화사업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판매망을 개

척하지 않았던 반방짜 유기장 Sb씨는 판로확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

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반방짜 유기장 Sb씨는 2000년경부터 공장 

운영을 거의 중단하고(징광문화 관계자 제보; 『오마이뉴스』2005.01.2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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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신분을 다른 공장에 빌려주어 그곳에서 생산

된 유기에 중요무형문화재 직인을 찍어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납품하는 등 

물의를 빚게 된다(L씨 등 무형문화재 유기장 제보). 

  인터넷 판매에 있어서 같은 사이트에 중요무형문화재 낙관이 찍힌 물건

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낙관이 찍힌 물건이 있다면 가격이 더 높아도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점의 상품은 거의 판매가 완료되고, 시도 지정 무형

문화재의 상품은 판매가 부진했다(경상도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들 제보).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들끼리도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경쟁관계

가 형성되어 무형문화재 유기장 모임의 장인들은 Sb씨를 제재할 것을 결

의하고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 민원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

게 되었다(L씨 및 A씨․W씨 등 제보).

 기술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는 마지막 남은 1대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이

자 무형문화재보존협회 활동을 통해 정계 및 학계에 인맥을 형성하고 있

었던 L씨에게 의뢰되었다. 반방짜 유기장 Sb씨는 전수조교 시절부터 자신

이 방짜유기장이라는 주장을 하며 L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

재로 인식되어 왔다. Sb씨는 이러한 주장을 초기 유기장 지정 조사를 담당

했던 문화재위원과 L씨에게 여러 번 어필하였다. 이에 대해 L씨는 “Sb씨

가 해야 할 것은 지정당시 원형인 반방짜유기 기술이고, 그에 대해 제자를 

열심히 키우며 전승활동에 전념해야 된다”고 대응해 왔다.(L씨 제보) 

  L씨가 처음 반방짜 유기장 Sb씨의 기능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은 국립

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사업으로 진행된『중요무형문화제 

제77호 유기장』(안귀숙 2002)이라는 도서의 발간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L씨는 이 책자의 시사회 자리에서 상영된 기록영상을 보고, Sb씨가 원형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L씨가 지칭하는 원형은 

“지정 당시의 원형”이다. 그가 생각하는 반방짜의 원형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상에 제시된 아래의 내용이다.

 “우선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安城等地에서 만드는 技法과 같다. 일
단 鑄物로 형성된 U字形 그릇을 끝부분을 오목하게 … 만들려면 특별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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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곱돌 위에 놓고 궁그름대라는 공구를 使用하여 불에 달구어 끝부분을 
자꾸 오목하게 만드는데 이때 불에 달구는 작업을 다섯 번 以上 반복하여 
오목식기를 만든다” 

(芮庸海‧金鍾太, 1982: 212)

 그러나 반방짜유기장 Sb씨는 주물로 그릇을 만들지 않고, 주물로 방짜유

기 제작 시 용해된 쇳물을 부어 만드는 납작한 형태의 바둑을 만들어서 

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방짜기법으로 두드려서 그릇형태를 만들어 오목

한 곱돌에 넣고 두드려 옥성기를 완성하였다(안귀숙 2002: 180 ~209; 동영

상). L씨는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 “원형대로 하지 않는 가짜와 자신이 

같은 책에 수록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L씨 제보). 

 이때 시작된 기능에 대한 공방이 인터넷 판매와 관련하여 다시 재기되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 이후 법령상의 중요무형문화재 보

유자란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

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1970.12.16.시행 『문화재보

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이어야 한다. L씨가 반방짜유기장 Sb씨를 공격하

는 근거는 이 규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앞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지정 당시의 원형을 규정해 준 문화재위원이 작성한 중요무형문

화재 지정 조사보고서의 내용에서부터 비롯된다. 지정보고서에는 “반방짜

유기기능공을 대표한다”고 기록되었던 Jh씨를 뒤로 하고 Jd씨가 중요무형

문화재 제77호 반방짜유기장이 되었고, 뒤를 이어 경영인 Sb씨가 이를 계승

한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처신을 하게 되자 무형문화재 유기장들은 원

형론을 들어 반방짜유기장 Sb씨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L씨는 Sb

씨의 기능은 지정당시 원형이 아님을 실사현장에서 문화재위원들에게 어

필하였다. 그 결과 원형에 대한 공방 속에 반방짜유기장 Sb씨는 2008년 

11월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지가 결정되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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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반방짜유기장 000씨 보유자는 기량의 저
하, 전승활동의 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의결됨

(2008.12.02. 문화재청 보도자료)  

이렇게 1970년 1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상에 중요무형문화재

의 보유자 인정기준으로 처음 등장한 ‘원형’이라는 개념은 문화자본의 

획득이나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담론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통해 유기장들

의 이권 창출에 일조하게 되었다.

 원형이라는 용어는 초기 민속연구자였던 손진태와 송석하에서부터 그 사용

례를 발견할 수 있다. 손진태는 어떠한 문화 요소의 최초의 형태로 ‘시원

형 始源形’(孫晉泰 1948/1932: 214) ‘원형 原形’(孫晉泰 1980/1926: 93~100)을 언급

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相當히 固定된 文化의 根本型式’을 ‘원형 原
型’이라 했다.169) 한편 송석하는 오광대를 논하며 원형(原形)을 “本來의 形
態”라 표현하였다.170) 이들의 사용례를 통해보면 원형은 ‘최초의 형태‧본
래의 형태인 원형(原形)’과 ‘상당히 고정된 문화의 근본형식인 원형(原
型)’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이 성립될 당시 이러한 원형에 대한 담론은 문화재위원

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1960년대 유

기룡(劉起龍)은 민요를 “外來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民俗藝術로서 가

장 原型的인 民族性의 자취가 스며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민요의 채집은 

“무형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시급하고 귀중한 과업의 하나”라 하였다(『동

아일보』1960.12.16. 기사). 또 문화재보호법 상에 “원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1970년 경 이두현은 가면극을 “소박하면서도 활달하고 신랄하

169) “文化는 恒常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인 까닭에 地理的 條件 其他의 環境에 依하여 不
絶히 變化가 생기는 것이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相當히 固定된 文化의 根本型式이란 
것은 容易히 變化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土俗硏究者들은 그 숨어있는 特色을 發見하여 
그것의 原型을 推理하고 ...” (손진태 1980(1926): 65)

170) “ ㅼㅏ로 原形이 잇셔 威暴한 行動으로 表現되든 것이 變化하여서 舞踊形式에
    ㅺㅏ지 이러릇다고 할 수 잇겠다. 그럼으로 이 劇의 本來의 形態은 一種의 儺儀 …” (송

석하 1933.01: 20~30; 2004: 459)



- 225 -

면서도 풍자적인 서민극으로 심화”된 “우리民族의 전통적인 美學의 原
型”으로 언급하였다.171) 이들이 사용하는 원형의 개념은 손진태의 원형(原
型)론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외래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전

근대적 산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70년대 말 임동권은 1925년 독일의 베버 신부(神父)가 서울․원산․신
고산․금강산․청진․회령 등지를 돌며 찍은 기록영화를 보며 “이 필름을 통해 

1920年代의 민중생활의 실상을 알 수 있게 됐다. … 원형이 많이 파괴된 승

무와 소고의 다이내믹한 원형을 되찾게 되어 기쁘다”(『경향신문』

1979.07.23. 기사)고 하여 임동권이 사용하는 원형은 본래의 형태인 ‘原形’

을 의미하거나 ‘原型’과 ‘原形’의 의미를 중첩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하

다. 아울러 1960년대 이후 “서구화일변도 풍조가 만연하면서 전통 민속문

화”가 “많은 변질과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인식(장주근 2011: 10)을 

공유하며, 임동권은 ‘전래적인 것을 원형대로 남겨놓는’것 ․‘순수한 原
形’의 보존 및 발굴172)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문

화재보호법상의 원형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초기 문화재위원들이 의미

하는 원형은 손진태의 개념규정에 의한 ‘原形’․‘原型’ 또는 이 양자가 

결합된 원형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구체적인 의미는 식민지‧근대화‧서구화에 

의해 왜곡이 일어나기 이전의 순수한 전래문화로 추정된다.  

 문화재위원들의 이러한 원형보존에 대한 추구는 특히 민요수집에 힘을 쏟

았던 유기룡에 의해 강조되었고173), 이러한 강조는 법령상에 ‘지정 당시의 

171) “假面劇은 民俗藝術로 뿌리를 뻗으면서 귀족의 후원으로 전수돼온 日本의 ‘노오가꾸’
(能樂)와 달리 소박하면서도 활달하고 신랄하면서도 풍자적인 庶民劇으로 심화되어 우리
民族의 전통적인 美學의 原型을 이룬다” (『동아일보』1970.04.25. 기사)

172) “향토음식 보존은 전래적인 것을 원형대로 남겨놓는데 가치가 있는 것 … 순수한 원형
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문헌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 어느 것이 순수한 
원형이냐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궁중요리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궁중요리는 궁중에 기록과 상궁에 의한 전통이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
에 순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속요리는 증빙자료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경향신문』1978.04.17. 기사)

173) 1971년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회의에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관련 
국장이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새로 출연하는 지정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그 원형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였고, 유기룡은 “원형보존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971.11.11 ‘제2분과 4차회의 회의록’; 文化財
管理局 1972: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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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으로 성문화 되었다. 그러나 그 개념이 법령에 등장하여 10여년이 경

과된 시점인 197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1과장이었던 김전배는 무형문화재  

보존에 있어 원형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무형문화재를 ‘先代에서 물려받

은 바탕에 當代의 感覺이 加味되어 끊임없이 變遷해 온 것이며 앞으로도 그

렇게 될 것’이라 규정할 때 무형문화재보존에 있어 ‘원형은 무엇’이며, 

‘과연 원형이 있을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시대의 것을 원형으로 삼

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음악‧무용과 같은 무형문화

재 종목에 있어 원형변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기에 원형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는다(金田培 1979: 

164~165). 이렇게 볼 때 무형문화재 제도 속의 원형의 개념에 대해 당시 문

화재위원들은 원형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정 관료들에게 그 명확

한 개념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문화재위원들은 

‘새로운 원형’의 등장에 대해 전국민속경연대회 등을 통해 이를 발굴하여 

기록보존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육성하겠다는 

입장(앞의 글 193~194)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제시하고 

있던 원형은 새롭게 발굴될 수 있는 지정 이전의 원형과 기록․조사 등을 통

해 텍스트화해서 탄생하는 지정 당시의 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그들의 강조점은 고정된 텍스트로 해석되는 ‘지정 당시의 원

형’보다는 근대화․서구화 이전 외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낭만적 민족의 순

수한 민속․문화의 원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관료들 

사이에서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될 때의 사진 녹음 등에 나타난 것이 바로 

原形”이라는 극단적인 해석이 등장하였다(『동아일보』1978.12.16. 기사).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지정 당시 문화재위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고정된 원형의 텍스트로 상정하고 자신의 

이권창출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리고 반방짜 유기장 해지

과정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지정 당시 원형에 대한 관점을 문화재위원들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현재 무형문화재 법령상의 원형은 이렇게 해

석․운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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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법령 상 규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기준이 되는 ‘지정 

당시의 원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전승자들에게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

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무형문화재 유기장 운영 

유기점들은 현재 기계화에 의한 생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러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조교들은 이를 공공연한 비밀로 하고, 소

비자인 일반대중이나 언론보도에는 지정 당시 문화재위원 등 관련 지식인

들이 원형이라 하였던 현대식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방짜‧주물 방

법으로 제작하고 있음을 시연 등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

하기도 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문화재 지정 당시 보유자 인정을 위해 문화재위

원들이 생각하는 “원형”의 방법을 재현하도록 요구받았다. 문화재위원

들에 의해 원형으로 제시된 방법은 이후 지정 당시의 원형이 되어 전승자

들에게 이를 구현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장인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낯설은 

이 기능의 보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상상

하는 사람들에게 원형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

었다. 이 과정에서 무형문화재 2ㆍ3세대들은 일상의 실제와 분리된 무형

문화재에 대한 이상적 담론 속에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자괴감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이들이 국가공인 전통계승자라는 문화자본 

획득과 상품생산․판매를 통한 경제가치 실현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한편 근대화․서구화 이전의 전통을 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해 계승하고자 

한 제도 수립 당시 정권과 지식인 등 지배엘리트의 입장에서 제도 속 

“지정 당시의 원형”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도록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

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전통계승자인 무형문화

재들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할 규범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규

범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자가 되고자 하는 장인들에게 그 정체성을 

획득ㆍ유지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약속이 되었다. 이렇게 무형문화재 

제도 운용에 있어 “전승․활용”을 강조함으로 기계화․근대화에 의해 절멸

의 시대를 살아남은 점주들을 중심으로 공인된 전통계승자의 지위를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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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들이 생활을 위해 극복했던 전근대적 방식의 기능을 전승하도록 하

는 이율배반적인 세태가 빚어졌다. 그리고 관련 정책 실행자들은 공인된 

전통계승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점주로서 지탱하기 위해

서는 시대적 맥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나 전수조교들에게만 각종 지원을 하며 “원형”의 기능을 전승하기를 요

구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이렇게 장인들의 현실과의 괴리를 담보

로 존속되고 있다.

3. 맥락의 변화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방향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제도가 성립되었고, 

이와 함께 국가에 의해 공인된 전통계승자의 지위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1970년부터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하며, 보유자

가 모두 사망한 때는 그 종목 지정 자체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사

항이 법에 명시됨으로 보유자 중심의 무형문화재 제도가 성립되었다. 이

에 따라 국가 공인 전통계승자의 이념 또한 한층 강화되었고, 그에 따른 

국가 지원도 점차 확대되었다. 아울러 초기 제도 속에 유형문화재를 중심

으로 형성된 경제적․물질적 가치를 초월한 “역사적․예술적으로 탁월한 

것”이라는 문화재에 대한 이념은 장인들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인

정됨과 동시에 전통계승자이자 예술가의 지위까지 획득하게 하였다. 그리

고 그 제작품은 일반 장인들의 생산물과는 차별화된 작품으로서의 지위 

또한 갖게 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정부의 ‘민족문화중흥’정책에 힘입어 ‘문예진흥 5개

년 계획’․‘문화재보존관리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고, ‘인간문화재공

예작품전시회’도 개최되기 시작하는 등 토속공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

었다. 이어 1970년대 말에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다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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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에 힘입어 1978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는 전통공예에 대한 발굴‧지정 정책이 추진되었고, 1983년 안성유기장은 

주물유기장으로 방짜유기장, 반방짜유기장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가 되었다. 

 당시 최고의 기능인들이 아닌 절멸의 시대를 살아남은 최고의 경영인들

을 중심으로 국가 공인 전통계승자의 지위가 주어졌고, 이것이 전통계승

자로서의 명예․ 사회적 지위 등 문화자본으로서의 성격 뿐 만 아니라 이

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가시화되자 장인들

은 이 지위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한 각축전은 상품판

매를 두고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무형문화

재 보유자가 될 수 있는 유기 점주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국가 

공인 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 시군 무형문화재 등 무형문화재의 

서열화는 이러한 경쟁구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이러한 서열구도에서 마저 제외된 비지정 장인을 포함하여 중요무형문

화재가 아닌 유기 점주들은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주어진 2류의 신분에 

이어 3류 또는 그 이하의 지위를 가지고 이 경쟁구도 속에 놓여 있게 되

었다. 따라서 이미 최고의 지위를 획득한 장인들은 이를 자식 등 자신의 

후계자에게 세습하고자 노력했고, 시도나 시군 지정 무형문화재 장인들은 

더 높은 지위 획득을 모색했으며, 이마저도 되지 못한 장인들은 그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했다.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이러한 각축전에 적극 이용되는 것 중 하나는 1970

년 이후 법령에 명시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

형대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1970.12.16.시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정 당시의 원형”을 정확히 체

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행정당국이나 문화재위원, 

보유자들에게 해석 운용되면서 상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

용되었다. 

 그리고 제도 형성 당시 지배엘리트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 속 “원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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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 근대화 이전 서구 영향을 

받지 않은 전근대적 형태’ 또한 지정 당시부터 이후까지 무형문화재 유

기장들이나 그 전승자들을 대중적 인식과 자신의 실재와의 괴리 속에 당

혹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무형문화재의 원형

이란 근대와 함께 등장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수작업으로 진행

되는 “전기술적(pre-technological)”(Bausinger 1986(1961): 4; Regina 

Bendix 1997: 169 재인용)인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승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한 명의 장인이 제작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재 제도 속의 원형 개념은 서구에서 “근대적 가치”로 

등장한 “본래의(original)”․“진짜의(genuine)”․“변하지 않는(unaltered)”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고유성․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Bendix 1997: 

14; Handler 1986: 2; Cohen 1988: 373; Appadurai 1986:45 ; Trilling 1972)과 

연관된다. 벤딕스에 의하면 이 개념은 그리스어 “autentes”에서 기원하

며, 그 뜻은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Bendix 1997: 14). 이 두 가

지 의미가 결합되어 근대 이래 서구와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의 고유

성․진정성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개념은 19세기 유럽에서 만연한 기계와 기술문명에 대한 우려를 반영

한 것으로 “인공적인 기계생산물(machine-made products)”에 의해 소외

된 근대인(또는 현대인)이 탄생한다(Cohen 1988: 373~375; Trilling 1972: 

126~127)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은 제국주의의 등장 

이래 식민지 근대화․자본주의화를 경험한 비서구 국가들에 있어 자본주의

화 이전 자신들의 잃어버린 문화에 대한 향수와 결합되었다. 따라서 고유

성․진정성은 “훼손되지 않은(unspoiled)”․“자연그대로의(pristine)”․“진

짜의(genuine)”․“전통적인(traditional)”(Handler 1986: 2) 전근대적 삶과 

근대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화적 생산물에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기계가 아닌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hand made)”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사고에 의하면 “러스킨(Ruskin)이 이야기 했듯이 기계는 



- 231 -

오직 진정성․고유성이 없는 것(inauthentic things)만을 만들 뿐이며, 그것

은 죽은 물건(dead things)”이다(위와 같음). 이러한 진정성에 대한 개념

은 특별히 예술이나 예술작품의 영역에서 가시적이다. 벤야민은 『기술복

제 시대의 예술작품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에서 “예술의 고유한 작업의 분위기(the aura of authentic 

work of art)”는 그 “진본성․독창성(originality)”에 달려있으며, 이것이 

그 진정성의 기초라 하였다(Benjamin 1936: 243; Appadurai 1986: 45 재인

용).

 이러한 서구 근대 이래 등장한 기계․기술에 대한 배타적 인식과 근대인

들의 ‘잃어버린 고향’으로서 전근대의 상정, 진정성의 근대 예술 개념

에 전용되어 등장한 수작업과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강조 등을 결합하여 

무형문화재 제도에서는 지정 및 전승의 기본이념인 원형보존의 원칙이 탄

생했다. 이러한 관점이 근대화에 의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속에서도 근대

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시간적이고 고립된 섬과 같은 전근대의 민속․문화

를 상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제작자는 자신의 손으로 제작의 전과정

을 수행하여 “역사적․예술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지닌” 작품을 생산하는 

독창성과 진본성을 갖춘 전통계승자이자 예술가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진정성․고유성 개념이 등장하기 전 조선후

기 유기를 비롯한 대장간 제작품 등 많은 금속류 일상생활용품들의 제작

은 협업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적 예술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 서양 예술품의 제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사례를 

볼 수 있다. 19세기 이전 서양 화가들은 나무나 동물 등 그 분야에 전문

가인 조수를 기용해서 협업으로 작품을 완성했다(보들리야르 1992/1972: 

106).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 추구하는 원형이 전근대적인 것에 기반 하

고자 한다면, 근대화에 의해 사멸될 민족문화의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등

장한 장인들의 현실과 괴리를 빚는 근대적 의미의 서구 예술과 진정성 개

념에 근거한 제도적 모순들은 이제 제거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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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 제도 하에 정책 실행자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화 과정에

서 시대적 맥락에 따라 기계화․근대화를 통해 생존한 점주들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위를 부여하고, 동시에 그들이 전근대적 방식의 뛰

어난 기술자이기까지 요구하며 이들에게만 각종 지원을 통해 전승을 도모

하였다. 이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비롯하여 공인된 전통계승

자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장인들은 생활인과 전통계승자의 정체성 사

이에서 갈등하며 기능전수에 매진하지 못하고 상호 기능에 대한 공방 속

에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제도 수립 이래 유지되어 온 중점보호

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 점주들 뿐 만 아니라 곧 

그 전승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되는 뛰어난 전근대 방식의 기능을 보

유하고 있는 장인들도 최대한 제도 속으로 흡수하여 이들의 기능 또한 사

멸하기 전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현재 

시점에서 보유한 다양한 방식의 기능적 전통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속 전통계승자의 정체성에 내

포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생활인의 정체성을 부각시켜 생

산자이력제 등을 통해 작품활동 만이 아닌 생산활동 자체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심사 시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

 그리고 전근대/근대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토대로 형성된 기계․기술문명

에 대한 배척에서 벗어나 전통을 근대에 의해 단절된 비역사적 시간 속에

서 구제하여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가 진행되는 역사적 시간 속으로 가져

오려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근대 이후 전통의 변화 또

한 진정성을 가진 무형문화유산의 현현형태로 바라보고 각 시대적 맥락의 

특징을 간직한 제작기술과 이를 보유한 장인 및 그 제작품 또한 제도 속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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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고에서 필자는 한국사회에 오랜 시간 동안 장기지속적인 문화요소의 

하나로 존재해 왔던 안성유기와 유기장에 대한 상세한 문헌기록의 부재와 

대부분이 조사보고서류에 제한된 몇 안 되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가능한 한 자세한 민속지를 작성하여 안성유기와 유기장에 대해 보

다 정밀하고 개연성 있는 연구물 제시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기와 유기장에 대해 근대와 함께 사라졌거

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잃어버린 찬란하고 고유한 민족의 문화유산”으

로 잔존물적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유기와 장인은 현대 일상생

활속의 문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는 한국 물질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골동품적 가치가 극대화되었으며, 장인은 이

러한 찬란한 유산을 생산하는 전통계승자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유산으로

서의 물질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적 맥락 속의 생산과 소비주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주체 없는 역사”를 생산해왔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기

원과 진정성에의 집착 등 전통‧민속 등에 대한 서구 낭만주의적 인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시각은 1960년대 정권의 관광 포클로리즘과 연계된 민

족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무형문화재 제도와도 연결되어 현실 속 당해

문화의 담지자들과 많은 불협화음을 양산해 왔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문화상품화론적 접근 또한 상품과 

비상품에 대한 적대적 이해와 전근대/근대의 대비 속에 전근대에는 공동

체의 의례 등과 관련된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비상품만이 존재하고, 상

품은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로 이러한 문화적 의미를 파괴하는 존재로 인

식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은 전근대 시대 상품의 존재에 대해 망각하게 

했고,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비상품의 상품화와 함께 진행되었던 전근

대의 상품이 끊임없는 탈상품화의 과정 속에 내몰리게 된 것에 대한 설명

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근대와 함께 등장한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상품과 그 생산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단절적이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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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했다.

 한편 이러한 전통‧민속과 관련된 낭만적 인식에 대한 비판 속에 등장한 

전통창출론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국 민속에 대한 포클로리즘 논의 역

시 현재 지배엘리트들이 창출하는 전통‧민속에 대한 강조 등 극단적인 구

성주의 관점 속에 전통의 연속성과 당해 문화 담지자들의 삶 속에서 전개

되는 전통의 존재를 허구의 산물화 해왔다.

 필자는 이러한 낭만주의적 시각과 극단적인 구성주의적 연구경향이 현대 

한국사회의 실제 민속과 전통의 존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현대 안성이라는 실제 사

회적 맥락 하에 생활인으로서 장인들의 삶을 통해 그에 대해 논증하고자 

했다. 첫째, 전통은 당해 문화의 생산‧향유층인 민중이 과거와의 연속성을 

갖고 현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둘째, 

상품은 근대 자본주의적 산물만이 아닌 전근대‧근대를 통해 역사적 생애

를 갖는 것으로 장인과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있다. 셋째, 장인의 정체성

은 전근대적 전통계승자가 아닌 장인‧상인‧노동자‧기술인‧경제인의 정체성

이 결합된 생활인이며, 전통계승자의 정체성은 생활인의 정체성에 종속된

다. 그리고 전통 전승의 원동력은 생활인으로서 장인들의 실천에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에 상품으로 재탄생한 안성맞춤유기의 전

근대와 근대를 관통해 전개되어 온 상품으로서의 역사적 생애와 삶을 영

위하기 위해 생활인으로서 지배엘리트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

대에 따라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가며 자신의 전통을 지속하고, 정체성을 

유지해 온 유기장의 모습에 대한 조명을 통해 전통전승의 원동력을 살펴

보고자 했다.

 안성은 고려시대 이래 형성된 서울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대로상에 위

치하였고, 아울러 16세기 초경에는 동서로가 발달하여 서쪽으로 안성천 

하류 바닷가와 동으로 강원도 지역까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였다. 도기동과 안성시내를 가로질러 놓인 다리를 건너 삼남지방에서 서

울로 향하는 교통로 상에 안성장이 형성되었고, 장은 유기를 비롯하여 안

성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공업품을 전국으로 보급하는 유통의 장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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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안성은 수공업이 현저히 발달하였고, 교통로를 

따라 도기동의 갓, 안성장 인근의 유기, 보개면 기좌리의 종이 등 17세기 

초 이전부터 수공업촌인 점촌도 발달하였다. 

 안성유기는 이와 같이 발달된 안성장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안성맞춤’

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유명했다. 17세기 초 이래 안성유기장들은 

‘선수장인’으로 지목되어 지속적으로 궁중의례에 동원 되었다. 이를 이

용해 안성유기장들은 상류층을 위한 맞춤유기를 만들어 최상품을 생산하

는 장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실천의 영향으로 18세

기 중엽 ‘안성맞춤’이 보통명사화 할 정도 안성유기와 유기 장인은 전

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안성유기장들은 5일장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수요를 위한 ‘장내기’를 생산해 다각적인 판매수

요에 대응하였다.

 그리고 조선후기 안성의 유기장들은 신분적 제약에 따른 관의 착취에 대

해서도 장인세(匠人稅) 납부를 통해 안성군 재정에 도움을 주면서 군수선

정비를 건립하여 주는 등 지방관과 향리들의 비위를 맞추어 이를 통해 극

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지방 관리들과의 친분관계를 통

해 칭병․장기외출을 핑계로 중앙관청의 부역을 면제받기도 하였고, 유기제

작금지 등 제도적 제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어 

‘잠주화매(潛鑄和賣)’하는 등 지배엘리트들의 착취와 제도적 한계에 대

응하며 부를 쌓아갔다. 

 이러한 조선후기 안성 장인들의 안성맞춤유기 명성 획득이나 지배엘리트

에 대한 대응의 전통은 유기의 수난시대라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화․서구화 과정에서 안성유기장들의 생존전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안성유기가 새롭게 부활하기 시작한 탈식민ㆍ탈근대 시대라 할 수 있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략은 지속되었고, 결국 안성유기는 살아남아 

그 생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장인들의 실천 방향은 큰 흐름을 공유하

면서도 각 시대별로 지배엘리트의 성격 및 실천에 따라 달라졌다. 

 서구의 산업혁명 및 제국주의 등장과 더불어 이어지는 식민지․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 19세기 말 조선은 서구열강과 일제의 침탈을 계기로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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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접어들게 된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1910년 이후 안성은 

이전 성시의 기운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고, 장을 기반으로 한 안성의 수

공업 역시 그 빛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은 새로운 교

통체계인 경부철도가 들어서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경부철도부설은 

기존 교통체계에 의존하여 조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토착 경제 질서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형 경제 질서로 재편하려는 계획 하에 진행되

었다. 이러한 일제의 조선경제에 대한 식민지형 경제로의 재편과정에서 

경부철도라는 간선철도 노선에서 배제되는 것을 시발로 안성경제는 전국

적인 물산집산지라는 과거의 영화를 잃고 점차 경부철도의 인근 정착역인 

평택역 상권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경부철도 평택역의 등장과 함께 진행된 안성경제의 장이었던 시장의 쇠

퇴상은 안성장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던 안성유기점의 쇠퇴 또한 초래하

게 된다. 이는 평택역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되는 외래품에 의해 토착경제

가 말살되었던 상황과 연계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안성유기의 직

접적인 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왜사발’로 불리던 일본산 도자기였다. 

이때부터 안성사람들은 안성의 옛 교통망과 안성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

투하였고, 안성 유기장들 역시 안성맞춤유기의 명성을 지켜가기 위해 다

양한 실천을 전개해 나갔다. 

  1920년대 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성유기주식회사가 설립되

었고, 당사를 주축으로 유기장들은 안성유기업계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였

다. 안성유기주식회사의 실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되었는데 그 하

나는 일제식민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경부철도 평택역을 통해 일본산 

공산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 후 전 조선에서 이름을 날리던 안

성의 상공업계 뿐 만 아니라 자급자족적 농촌 수공업마저 전멸되어 안성

경제와 민중들의 삶은 곤두박질쳐 쉽게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더

욱이 일제 제품들은 관세마저 적용을 받지 않아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침투하여 농산물 외에 변변한 수출품이 없었던 조선의 대일 무역

적자 심화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고, 안성사람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920년대 ‘민족경제’가 말살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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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타개하고자 ‘조선물산장려운동’이 전 조선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에 발맞추어 일제에 의해 급격히 조선경제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던 안

성의 대표적인 토착․민족상공업이었던 유기업은 “안성맞춤”유기의 명성

을 토대로 민족․전통담론에 기대어 ‘안성상공업부흥’․‘안성유기부흥’ 

이라는 안성판 조선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일제를 통해 수입되는 새로운 문명 ․ 물산들은 서구근대화의 일본

판 버전으로 조선에 밀려들어 ‘서구과학문명’․‘근대’는 이에 반대되

는 개념으로 조선문화․물산을 ‘미개’․‘전근대’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하며, 많은 유사 대립항들을 만드는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안성유기주식회사의 실천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방향은 안성유기가 ‘미

개’․‘전근대’의 편에 서서 근대적 삶에 어울리지 않는 걸림돌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과학문명’과 ‘근대’편에 서 있거나 그렇게 변

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이렇게 당시 안성유기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장인들의 실천은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조선에

서 이름을 떨치던 안성유기의 민족적 전통성․지역적 고유성․제조기술의 탁

월성․품질의 우수성을 한 측면으로 했다. 그리고 근대적 대중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근대적 일상생활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새로운 상품

의 개발 및 품질개량, 판매 전략의 근대화, 주물유기제작법 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또 다른 편에 두고 진행하여 갔다.

  이러한 전략은 해방 후 급속하게 늘어난 안성유기점들에 이어져 장인들

은 상품에 직접적으로 안성맞춤과 자신의 상표를 새겨 넣어 민족‧토착 담

론과 더불어 안성유기장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상품판매에 활용하였다. 그

러나 당시는 반상기․제기 등 전통적 유기제품의 수요가 높아 ‘안성맞

춤’을 중심으로 한 전통담론 외에 자신의 상품과 근대담론을 연결시키고

자 하는 노력은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이후 펼쳐질 근대화‧산업화 과정에

서 대부분의 안성유기장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유기업을 접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고납 유기 식기의 등장과 대도시 가정을 중심으로 연탄 사용이 확대

됨에 따라 변색문제가 대두되어 1950년대 말부터 유기는 급격히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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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의 지위를 잃어갔고, 새롭게 등장한 양은ㆍ스테인리스 식기가 그 대

체품으로 유행하였다. 그 여파로 안성유기점들은 폐업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 시기 전통적 유기상품이었던 반상기․제기 등이 사양길에 접어

들자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외무사원을 지냈던 K씨는 그 경험을 살려 

일제강점기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를 필두로 안성유기점의 생존전략 중 하

나로 추진되었던 자신의 제작품을 근대담론에 적합한 상품으로 만드는 노

력을 이어갔다. K씨는 1960 ~ 1970년대 정치권력에 의해 선택된 전통인 

관광토산품․모조골동품업자로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관광상

품‧전통문화상품이라는 새로운 상품 영역을 개척해 안성맞춤의 전통을 이

어갔다. 그리고 1970년대 말 K씨가 지식인의 우리문화찾기 운동의 일환으

로 진행되었던 뿌리깊은나무사 반상기 제조사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계

기로 안성유기는 일상문화상품으로 재맥락화되었다.

 점주로서 경영인의 성격이 강했던 K씨의 유기점에서는 19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한 시대의 유기제조를 대표하는 장인들이 성장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전개된 유기 반상기․제기 등 전통적 유기 생산업의 

호황 속에 입문한 유기장들은 유기업이 전멸하다 시피 한 시기에 장인의 

길을 걸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각 시대별로 그 시대상이 

반영된 유기를 생산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장인은 D씨과 P씨이다. D씨는 

전통적인 유기상품이 불황을 맞게 된 1950년대 후반 ~ 1970년대까지 근대

화 된 사회에 적합한 물품 및 각종 기념품, 외국인의 기호에 맞춘 관광상

품 등을 제작해 공예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또 D씨 보다 연배

가 조금 아래인 P씨는 1970년대 초 정부의 관광토산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불상 등 모조 골동품 제조에 탁월한 기능을 갖춘 장인이었다. 

또 전통 방짜 기법으로 숟가락을 제조했던 안성의 숟가락 장인인 쌍둥이 

형제는 생산성 문제로 실제 생산라인에서 밀려난 후 1970년대 말부터 관

광진흥정책에 따라 등장한 민속촌에서 전통 기법으로 숟가락 제작과정을 

연행하며 스스로 관광 상품이 되어 유기장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유기점주가 될 수 없었던 장인들은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관광과 연계

한 포클로리즘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시기 그 정책에 부합하는 장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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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안성유기장들이 생활인으로서 식민지․탈식민지 근대화 시대를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소

비수요에 맞춘 상품개발, 주물유기제작기법의 특화, 신기술 도입에 의한 

기계화로 주물‧방짜제작기술을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920년대 일제의 경제적 침탈로 인해 유기업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되는 시

기부터 안성유기장들은 시대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투자대비 생산성이 높은 주물기법을 유기제작법으로 특

화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

여 안성유기점들은 토착산업이 초토화되는 식민지 시기를 견뎌내었다. 이

후 주물제작법 특화 전략은 1960~1970년대 일상생활용품으로 유기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 관광토산품이나 모조골동품을 생산해 안성

유기장이 생존하는데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안성

의 K씨 유기점은 기계망치인 ‘함마’와 스테인리스 식기 제조에 사용되

던 압연기 등의 기계를 유기 제조에 도입하여 주물제작기법 특화시대를 

막 내리고 주물‧방짜기법 모두를 활용하여 유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

나 기계에 의해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방짜기법과는 달리 주물기법은 안

성을 비롯하여 기계화 하지 못한 영세한 유기점의 특화된 제작법으로 여

전히 남아있으며, 기계화된 유기점에서도 기계로 제작할 수 없는 기물의 

생산을 위해 활용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안성유기장들이 획득한 안성유기와 장인들의 명성을 대변

하는 용어이자 해방 후 안성지역 유기의 브랜드화 되었던 ‘안성맞춤’은 

안성의 유일한 점주로서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K씨 유기점에 의

해 1980년대 고유상표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상표명에 지역명인 ‘안성’

이 들어가는 이유로 K씨 유기점 뿐 만 아니라 안성지역 유기점들에서는 

이 상표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명실공히 안성지역의 유기 브랜

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안성유기는 1970년대 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토착수공업 부

흥을 꾀하던 정부와 행정 관료들에게 인멸위기의 문화유산으로 발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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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즈음부터 당시 안성의 거의 유일한 유기 점주였던 K씨는 전통계승

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고,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7

호로 국가공인 전통계승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후 무형문화재 

지위가 문화자본으로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

는 것이 가시화되고, 국가지정․시도지정․시군지정이라는 무형문화재 신분

의 서열화 속에 획득된 문화자본에도 차별성이 드러나게 되자 장인들은 

더 높은 신분 획득과 이미 획득한 무형문화재 지위의 세습을 위해 노력하

였다. 2000년대 들어 안성 장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정치인․행정관료 등 제

도 운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배엘리트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여 관련법규를 제정해 무형문화재나 명장 등이 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안성 유기장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치인‧지식인들이 생산하는 

제도 등 체제 및 전통을 둘러 싼 담론‧실천에 적극 부응하여 자신의 정체

성을 지속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해 왔다. 또 동시에 자신의 이권을 위해 

지배엘리트들과 접촉하여 새로운 제도가 창출되도록 하는 등 구조를 만들

어 내며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에 있어 조

선후기부터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안성유기장들이 지배엘리트에 대응해 

온 전략인 안성맞춤이 생산하는 토착담론과 스스로 근대화되는 것에 의한 

시대 적응력이라는 두 가지의 생산전통을 통해 유기장의 정체성을 지속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 상품으로 탄생한 안성맞춤유기

는 그 상품가치 지속을 위해 일상문화상품에서 외국인 기호품․민속공예품․
모조골동품 등 관광․전통문화상품화 하였으며, 1970년대 말 이후 일상문화

상품으로 재맥락화 되어 현재에도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장

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더불어 그들 유기점의 제작품은 작품이자 

민족문화유산으로 고유화 과정을 겪으며 일반 유기 상품과는 차별화된 생

을 갖게 되었다.

 유기장들에게 전통이란 식민지화와 더불어 등장한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근대화․서구화 정책에 의해 파괴된 낭만적 휴머니즘에 근거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고유하고 탁월한 민족유산’과 같은 것은 아니다.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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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래 그들이 지키고자 한 전통은 안성맞춤의 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안성유기의 상품성과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장

인으로서의 일상이다. 그에 따라 장인들은 안성맞춤의 명성이나 그 생산

전통을 담론으로 유기의 상품가치 지속 및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활

용해 왔다.

 아울러 유기가 일상생활용품으로 범람했던 시절을 막 내리게 하고, 장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고 간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근대․근대화와 

그에 따른 정책들을 적대적으로 대립적 구도 속에서 파악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변화된 시대적 맥락에 맞춰 신

상품 개발․신기술 개발․기계화 등 그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왔다. 더 나아

가 제도를 통해 공인된 전통계승자로서의 지위마저 생활인으로서 삶을 영

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

게 장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해 생활

인으로서 자신의 상품과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지속해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장인들의 생활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한 실천이 없

었다면 안성유기가 격변의 시기를 견뎌오며 인멸위기의 문화유산으로 살

아남아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사회 전통담론의 주요 흐름인 전근대와 근

대를 단절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통에 대한 낭만주의적 시각과 전통을 

지배엘리트들의 이해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허구의 산물화하는 극단적 

구성주의 시각은 한국을 비롯하여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비서구 사회의 

전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전근대 시대 상품의 존재에 대한 환기 속에 

상품으로서 유기의 역사적 생애와 생활인으로서 그 생산자들의 삶을 통해 

전통은 당해 전통 담지자들의 실천을 통해 과거와의 연속성을 갖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통 

전승의 원동력은 문화적 섬으로 시대적 변화를 외면한 채 남아 있는 전근

대적 방식의 고수에 있는 것이 아닌 전근대의 문화적 요소로 하여금 부단

히 시대적 변화와 직면하여 생존력을 키워가게 하는 것에 있음 또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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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따라서 유기장들을 전근대적 생산방식에 매어있는 근대적 예술가

의 개념이 부가된 제도 속 전통계승자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으로서 바

라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통해 현재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통 전승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서두에 밝힌 본고의 연구목적 중 하나인 안성유기

의 역사적 생애 및 유기장에 대한 상세한 민속지가 작성되었음을 본고의 

또 하나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조선시대 의

궤 및 지리지를 포함하여 고려사․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 등 왕실에서 생

산된 문헌, 고려‧조선의 각종 문집‧실용서,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등 일제에 

의해 생산된 문헌, 신문․잡지 등 근현대 실태자료, 문화재지정 조사자료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 이미 발간된 문헌자료를 총 망라하여 안성유

기 및 유기장에 관련된 문헌을 발굴․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렇

게 수집된 문헌 자료를 토대로 조선후기 안성의 발달된 교통망과 이를 배

경으로 대장으로 성장한 안성장 및 안성 수공업 발달상, 안성맞춤 유기의 

발생과 이를 탄생시킨 유기장 등 실질적으로 현지연구에 의해 밝혀질 수 

없는 조선후기 안성유기장과 관련된 문화상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아

울러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에 의해 급격히 쇠퇴해 가던 안성․
안성장․안성유기․안성유기장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안성사람 및 유

기장들의 실천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문헌자료를 통해 다소 장황하게 생각

될지라도 최대한 개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시대적으로 

1945년 이후 안성유기와 안성유기장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기억을 통한 

민속지 작성이 가능하기에 문헌자료와 함께 생활인으로서 지배엘리트들의 

실천과 경합을 벌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해 온 안성유기장의 실천과정

에 대해 정밀한 현지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문헌 및 현지연구 자료를 토대로 소기의 목적인 안성유기의 역사적 생애 

및 안성유기장에 대한 상세한 민속지가 작성되었다. 특히 필자가 만난 많

은 장인들은 70~80대 노인들로 그들의 생애도 K씨를 비롯하여 이미 작고

한 유기장들의 경우와 같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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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애사를 통해 수집된 안성유기 및 유기장에 대한 새로운 자료 발굴은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하는 관련 문헌의 제한으로 시대적 원근에 

따른 정밀한 접근이나 정확한 통계자료의 제시보다는 근사치에 가까운 자

료제시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다. 아울러 현지연구에 의한 자료 구성은 

많은 부분 고령 제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었기에 기억의 불명료

함에 의해 다소 모호하거나 공백으로 처리된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

에서 본고의 한계점을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계점은 향후 안성장이나 안성수공업‧수공업 점촌, 각종 장인들에 대한 다

각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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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합금 된 쇳덩어리

부 록 자 료

 

 【2010년대 안성 G씨 유기점 주물기법에 의한 유기제작과정】

                                                   (유기장 G씨 제보)

 유기 제작은 크게 형틀(향남틀)을 이용해 주조할 그릇의 주형을 만들고, 합금된 

쇳물을 부어 그릇을 주조하는 작업인 부질간 작업과 성형된 그릇의 표면을 고

운 금색이 나도록 깎아내는 가질간 작업, 표면을 더 곱게 하거나 광택을 내는 

연마작업, 따로 성형된 하나의 기물을 붙여 완성하거나 조각을 하는 장식 작업

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① 부질간 작업 : ㉠ 합금 → ㉡ 주형 만들기 → ㉢ 그을음질 → ㉣ 쇳물  

                주입 → ㉤ 성형완성 

 ㉠ 합금 : 예전에는 기물을 주조할 때마다 매번 쇠를 합금하여 사용하였  

          지만, 1980년경부터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구리 78% 주석 22%  

          의 비율로 합금하여 기물의 중량에 따라 잘라 쓰기 좋도록 바  

          둑판 모양으로 쇳덩어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였다. 이러  

          한 방법은 2014년까지 이용되었으며, 현재(2015년)는 다시 두   

          번의 용해로 인한 재료손실을 막기 위해 예전방식대로 주조할  

          때마다 합금하여 주물을 주조한다.(유기장 G씨 제보) 

㉡ 주형 작업 

   ○ 주형작업은 부질간 작업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작업대에는 작업 시 사용할  

     갯토174), 간수, “틀 방망이”, “틀 밀대”, “틀 집게”, “틀 칼”, “평숟가락”,  

174) 안성천 하류인 아산만 바닷가에서 “조수물이 교차할 때 가라앉은 앙금(해토 海土)을 건
조시켜 채로 곱게 치고, 간수를 뿌려 사용한다. 사용 후 흙이 굳고 건조된 것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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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부질작업대 위

에 놓인 도구들 : 왼쪽부터 

얼개미, 틀밀대, 간수통, 그 

안에 간수용 국자․모지래, 

평숟가락, 옥숟가락, 작은 

숟가락, 틀칼, 줏대, 비녀장, 

갯토 방망이 

[그림 4-16] 용해작업

      “옥숟가락”, “작은 숟가락”, “모지래”, 간수용 국자, 깃털, “송탄주머니”,    

     “얼개미”(체), “갯토판”, “갯토 방망이”, “줏대”, “비녀장”, 향남틀, 본기    

      등이 놓여 있다.175) (G씨 등 유기장들 제보)

   ○ 먼저 화덕에 도가니를 넣고, 합금된 쇠를 만드는 기물의 중량에 

      맞춰 넣고 녹인다. 

   ○ 쇳물이 녹는 동안 작업대에서는 주형을 만든다. “갯토판”위에 기물을   

     엎어 놓고, 그 위에 향남틀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갯토를 다져서 주형을   

     만든다. 향남틀은 암틀과 수틀로 구분되어 있으며, 암틀을 먼저 만들고, 그  

깨고, 간수를 뿌려 계속 사용한다.(안성유기장들 제보)
175) 틀 방망이는 향남틀에 갯토를 다져 넣을 때 사용하는 기구이고, 틀 밀대는 다 다져진 

흙을 고르게 깎아 낼 때 사용한다. 틀 집게는 성형된 그릇 등을 집는 기구이고, 틀 칼은 
흙을 털어낼 때 사용한다. 숟가락들은 물길을 내거나 쇳물이 주입될 표면을 다듬기 위해 
사용한다. 모지래는 본기 주변의 갯토에 물칠을 할 때 사용하는 붓이며, 깃털은 정밀하게 
갯토를 털어낼 때 사용한다. 줏대는 입구가 오목한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버팀대이며, 
비녀장은 줏대를 향남틀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송탄가루는 본기와 갯토가 잘 분
리될 수 있도록 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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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부질작업

(샤브샤브그릇 제작과정) : 수틀을 만들

기 전 바람으로 본기와 주변의 흙가루

를 제거하는 장면

[그림 4-18] 각종 틀: 복록형의 향남틀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틀이지만, 사각틀은 

1970년대부터 공예품 제작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제작이 용이하여 현재 많이 

사용된다.(G씨 제보)

[그림 4-19] 각종 본기(本器) : 주형을 

할 기물의 본, 과거에는 무집을 별도로 

해서 달았으나 1980년경부터 주형작업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기에 무집을 

붙여 놓고 사용한다.(G씨 제보) 

      위에 수틀을 올려놓고 고정시킨 후 수틀을 완성한다. 암틀과 수틀이 완성  

      되면 이를 분리시킨 후 다듬어 쇳물이 잘 흐르고, 성형이 잘 되도록 한다.  

 ㉢ 그을음질 : 먼저 완성된 암틀은 표면을 단단하게 하여 쇳물이 잘 흐르도록  

               경유를 사용하여 그을음질을 한다. 그리고 수틀에 붙어 있는 본  

               기를 빼낸 후 수틀도 그을음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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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작업대 뒤편에서 그을음질 

하는 장면

[그림 4-21] 용해된 쇳물을 틀에 붓는 장면 

 ㉣ 쇳물주입 : 그을음질이 다 된 암틀과 수틀을 다시 결합하여 틀을 움직이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후 녹인 쇳물을 붓는다. 

 ㉤ 성형완성 : 쇳물이 굳으면 향남틀을 분리하고, 갯토를 깨내어 성형된 그릇  

             을 꺼낸다. 그리고 쇳물이 흘러 들어간 물길을 떼어내고 기물을   

             완성한다.  

② 가질간 작업 

  성형된 그릇의 안과 밖 외면의 검은 부분을 벗겨내어 금색 유기그릇으

로 만드는 작업이다. 가질간에는 가질을 할 수 있는 “가질틀”이 놓여있

다. “가질틀”의 앞쪽에는 그릇을 끼워 깎아낼 수 있도록 “회전축(선반

기)”이 동력장치(모터)와 연결되어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수동 발판이 

있어 장인이 이를 밟아 회전축을 돌려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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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가질 작업장: 왼쪽의 시커먼 그릇들

을 가질하여 오른쪽의 금색 그릇으로 만든다.

[그림 4-23] 장인의 오른쪽으로 놓여 

있는 각종 가질칼

[그림 4-24] 각종 머리목

전축에 “머리목”이라 하여 그릇을 고정시킬 수 있는 나무를 박아놓고 

그곳에 그릇을 끼워 가질칼을 이용하여 깎아 낸다. 가질 작업 시에는 가

질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질나무”에 가질칼을 걸쳐놓고 한다. 

장인의 왼쪽에 질나무를 고정시키는 못이 일렬로 박혀 있어 위치를 자유

롭게 이동하며 가질을 할 수 있다.(장인들 제보; 안귀숙 2002: 173~175)

 ③ 연마 작업 

  가질이 완성된 기물을 좀 더 곱게 연마하고, 광을 내는 작업과정이다. 

최근까지 화학약품인 광약을 이용하여 반짝거리도록 광을 내었으나 인체

에 해로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유기장 G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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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연마작업 : 젓가락 연마

④ 다듬질 및 장식 작업

  두 세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성형된 기물을 결합하여 완성하거나 기물

에 조각을 더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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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ntion and Persistence of Anseong Machum 

Yugi(Brassware) Producing Tradition 

Im Kun-hae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transmission 

of the handicraft tradition of Anseong Machum Yugi(Brassware) by 

studying Anseong Yugi(Brassware)'s historical life and the practice of 

Anseong Yugijang(Brassware Craftsmen). It also intended to accumulate 

the historical data on Anseong Yugi and Yugijang by making detailed 

ethnography. To that end, the study focused on the historical life of 

Anseong Yugi as a commodity and the practice of craftsmen as 

Sanghwalin(people who work for a living),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pre-capitalism commodity. Through this, it also tried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fragmented understanding of pre-modern and modern 

era and the narrow understanding of pre-modern material culture 

formed with the exclusive recognition on the modern technological 

civilization. To discuss that, the study set up the following assumptions 

and verify them under the context of modern Anseong. 

First, tradition is a process that the public, the producer and the 

consumer of the culture of the era, makes by practicing in their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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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 with the connection to the past.

Second, a commodity not only is a fruit of modern capitalism but also 

has the historical life from pre-modern to modern era. It also is in a 

complementary relations with craftsmen.  

Third, craftsmen are not tradition inheritors of pre-modern era but 

Sanghwalin with the combined identities of craftsmen, merchants, 

laborers, technicians and businessmen. The identity of tradition inheritors 

belongs to that of Sanghwalin.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 lies in the practice of craftsmen as Sanghwalin. 

 Anseong Yugi was reborn as a commodity based on Anseong's 

transportation network developed during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and Anseong Market which became a big market thanks to the 

advanced road system. Along with the gaining of royal brassware 

craftsmen's reputation as master craftsman, Anseong Yugi started to be 

called as 'Anseong Machum' and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brassware products in Joseon Dynasty. However, Joseon fell to a colony 

of Japan during its struggle for colonization. In the process, railways 

emerged as a new transportation system and Anseong's economy based 

on Anseong Market started to be overwhelmed by the new commercial 

area around Pyeongtaek Station near Gyeongbu Line. In addition, a flood 

of foreign products coming through Pyeontack Station overshadowed 

Anseong Yugi's reputation and the Japanese ceramic called 'Waesabal' 

caused the biggest damage to the commodity value of Anseong Yugi. 

 Since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when Anseong Yugi gained the 

reputation as Anseong Machum, Anseong Yugijangs on the one hand 

depended on its reputation. On the other hand, they maintaine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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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value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social chang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Yugijangs widely applied such strategy with Anseong 

Yugi Manufacturing Corporation established to revive the reputation of 

Anseong Yugi. Their practice strategy was carried out roughly in two 

directions. First, Anseong Yugijangs tried to promote Anseong Yugi by 

emphasizing its national tradition, regional characteristic, excellence in 

manufacturing skill and quality with active discourses on nation and 

aboriginality under the 'Movement of Local Products Encouragement' 

emerged in the 1920s. In response to the new civilization and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the second strategy was to show that Anseong 

Yugi is not a product of pre-modern era but a product either already or 

becoming related to Western civilization and modern society. For that 

purpose, craftsmen worked on developing new products that would meet 

the modern consumers' need and specialized the Yugi production method 

with cast brassware making techniques that have relatively high 

productivity to investmen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demand for Yugi that had been 

suppressed by Japan until the late colonial period exploded again. 

Accordingly, Yugi related industry such as brass shops, spoon shops and 

tobacco pipe shops sprouted again. Even amid the unprecedented boom 

at the time, Anseong Yugijangs continued the tradition of using 

discourses on nation and aboriginality for sales strategy by engraving 

'Anseong Machum' on products along with the brass shop's own label. 

But most Anseong brass shops were not actively engaged in connecting 

their products mad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 modern discourses. This 

caused the loss of competitiveness of Anseong Yugijangs and led to the 

closure of their business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fter the Korean war. 

 During the late 1950s, the emergence of Sagonap Yugi and the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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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of coal as fuel revealed the major defect of Yugi, discoloration. In 

addition, stainless steel became popular as an alternative dish and Yugi 

quickly disappeared from people's daily lives with its commodity value  

plunging. Therefore, in the early 1960s, Anseong Yugi shops barely 

maintained its reputation with many of them facing the threat of closing 

their business. At the time, Mr.K changed his identity to become the 

maker of local products for tourists and a fake antique dealer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folklorism. Anseong Yugi continued its life as a 

tourism craft commodity, a traditional cultural commodity and a modern 

household item. In the process, craftsmen who were not the shop owners 

survived by changing their identities to the makers of tourism craft 

commodities, traditional craft commodities and fake antiques. With the 

emergence of folk villages, some craftsmen themselves became a tourism 

commodity and the identity of craftsmen added the category of 'tourism 

commodity'. 

 In the late 1970s, Mr.K became a traditional cultural business partner to 

Britannica Korea carried out as part of the 'national culture' campaign 

by intellectuals. He resumed to make traditional brass products such as 

brassware and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and Anseong Yugi regained 

its position as a daily product. But the reemerged Yugi became more of 

a high-end product for special people instead of a popular product for 

ordinary people and its shape also changed according to the modern 

lifestyle. Meanwhile, with the boom of Yugi, the spinning machine used 

for stainless production was used to make Yugi by Bangjja Yugijang 

(forged brassware craftsmen) and introduced in Anseong in the 1990s. 

This brought an end to the cast brassware making technique and opened 

the era of producing all brassware with machine-based cast and bangjja 

technique. 

 Around this time, thanks to the 'national culture resto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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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the government's folklorism, Anseong Yugi and craftsmen got 

selected as cultural heritages in danger of extinction. Mr.K, Yugijang, 

strengthened his identity as an inheritor of tradition. In 1983, Mr.K along 

with Bangjja Yugijang(forged brassware craftsmen) and Banbangjja 

Yugijang(cast-and-forged brassware craftsmen) officially gained the 

status as tradition inheritor by being chosen as the No.77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the description as a brassware artisan. 

Based on the modern art concept added to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raftsmen not only held the statu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radition inheritor but also built its identity as a 

production artist. In addition, the products of major brass shops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atus had differentiated life to that of 

normal brassware products. Their product values also enjoyed the higher 

status as national art compared to other products.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atus proved its value as not only cultural capital but 

also economic capital, craftsmen competed aggressively to gain the 

status.     

 To Yugijangs, tradition was not something like intrinsic and excellent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at was lost and destroyed during 

modernization and westernization and needed to be recovered. The 

tradition they tried to guard since the colonial period was the 

marketability of Anseong Yugi that enjoyed popularity to gain the 

reputation of Anseong Matchum and the daily life as craftsmen in that 

context. Therefore, Anseong Yugi and its craftsmen responded to the 

modern civilization that threatened their identities by developing new 

commodities and techniques according to the changed periodical context 

to adjust instead of taking hostile and conflicting attitude. In order to 

enjoy ordinary lifestyle, craftsmen were actively using their status of 

tradition inheritor as cultur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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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revealed the limit with the approach of tradition transmission 

discourse and studies of commoditization of culture that formed the 

mainstream of traditional discourses in Korea which defined the 

boundary of tradition only to a cultural island in modern society. In 

order to put Yugi and Yugijang out of non-historical timeline segmented 

by modern era into the constant ongoing historical time context, this 

study also suggested to perceive Yugi as a commodity and craftsmen as 

Sanghwalin.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life of Yugi as a product and 

craftsmen as Sanghwalin, the study removed the extreme structural 

perspective that fictionalizes tradition and cultural bearers and showed 

that tradition is a constant process of forming and connecting to the 

past through the practice of the culture bearers. It also proved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tradition transmission lies in the practice of 

craftsmen who constantly adjusted the pre-modern cultural factors to 

the periodical changes and grew their viabil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trie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provide a new alternative to the tradition transmission 

through the system. In the process, detailed ethnography on Anseong 

Yugi and craftsmen were made as well. The above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Keysords : Anseong, Anseong Market, Yugi(Brassware), Anseong Machum, Brass 

Shop, Yugijang(Brassware Craftsmen), Craftsmen, Master Craftsman, 

Sanghwalin(people who work for a living), Tradition Inherito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raft Commodities, Producing Tradition, Folklorism, 

Commodity, Commodity value, Practice of Craftsmen  

Student Number : 2004-30065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향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 전통 계승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시각  

	3. 연구대상 선정배경 및 연구방법  
	1) 유기의 산실 안성 
	2) 연구대상 선정배경  
	3) 연구방법 : 현지연구와 문헌연구의 병행  

	4. 논문구성  

	제 2 장 상품으로서 안성맞춤유기 전통의 탄생 과정  
	1. 조선후기 시장경제의 발달과 안성장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조선후기의 안성  
	2) 교통망의 발달과 안성장의 성립  
	3) 대장(大場)으로서의 안성장  

	2. 안성맞춤유기의 탄생과 장인(匠人)층의 형성  
	1) 조선후기 안성수공업의 발달과 장인의 활동상 
	2) 안성맞춤유기의 탄생과 그 주역 안성유기장  


	제 3 장 식민지 근대화과정 장인의 상품가치 유지전략  
	1. 경부선 철도부설과 안성지역 상품유통구조의 변화  
	1) 새로운 물산집산지 평택역의 탄생과 안성장의 위상 변화  
	2) 안성장을 지키기 위한 안성사람들의 고투(苦鬪)  

	2. 외래품(일제 사기 沙器)의 등장과 유기시장(市場)의 침식(侵蝕)  
	3. 안성맞춤유기 상품가치 지속을 위한 전략: 점주(店主)의 실천을 중심으로 
	1) 민족전통담론 활용과 판매 전략의 근대화  
	2) 제작기물의 다양화를 통한 근대적 소비수요 맞춤  
	3) 주물유기제작법 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제 4 장 일상문화상품 지위 하락과 그 대안: 전통문화상품화와 일상문화상품으로서 재맥락화 
	1. 1945년 독립과 유기업의 부흥  
	1) 유기수요의 확대와 유기점의 급격한 증가  
	2) 유기점 운영 관행과 새로운 생산전통의 계승  
	3) 안성맞춤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4) 해방 후 입문 장인들의 생활인으로서의 삶: 입문경위와 그 정체성의 단속(斷續)을 중심으로

	2. 일상에서의 폐기와 유기의 상품가치 하락  
	1) 사고납유기의 등장과 상품성 저하  
	2) 대체상품의 등장과 유기소비의 급감  

	3. 관광한국 건설과 새로운 상품지위 획득 : 전통문화상품화  
	1) 관광 포클로리즘(Folklorism)의 등장  
	2) 전통문화상품화와 그 생산자의 등장  
	3) 민속촌 조성과 장인의 관광상품화  

	4. 민족문화의 발굴과 일상문화상품으로 재맥락화  
	1) 지식인의 우리문화 발견 운동  
	2) 한국브리테니커사의 전통문화사업과 유기의 재발견  
	3) 방짜유기장의 생활유기 제작을 위한 신기술의 발명과 공유  

	5. 유기의 의미변화과정과 상품가치 유지를 위한 장인의 실천  

	제 5 장 장인의 새로운 화두 : 작품을 생산하는 전통계승자  
	1. 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 지정 : 전통계승자 공식 지위 획득  
	2. 무형문화재 신분 지키기 : 생활인과 전통계승자 정체성의 갈등  
	1) 비지정 장인의 도전 : 무형문화재 지정 노력  
	2) 무형문화재 유기장들의 진정성 공방 

	3. 맥락의 변화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방향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자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