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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년대부터 년대 사이에 한국에서 크게 확산되었던 1960 1980

칠보공예의 전개를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현상의 이면에 ,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을 통해 칠보공예의 유행과 쇠락의 양상을 고찰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년대 이후 현대 . 1960

칠보공예의 성립 및 융성 과정과 의의를 밝힘으로써 칠보공예를 한국 현대

공예의 역사 안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년대 이후 해외에서 칠보를 배우고 돌아온 인물들에 의해 등장한 1960

현대 칠보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조응하여 년대 후반부터 1960

년대 후반까지 이례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1980 . 이 시기의 칠 

보는 다양한 색상과 양질의 유약을 바탕으로 조선시기와 대한제국기의 파‘

란 일제강점기의 법랑 등과 구별되었고 재료와 기법 개념이 모두 새로’, ‘ ’ , 

운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대 칠보의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시기의 양상을 상품 예술 취미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 , 

살펴보았다. 

년대 군사정부에서는 단기간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이 필수1960

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출제일주의를 내세워 경공업 수공예의 진흥을 , 

도모한다 칠보는 그 중에서도 간단한 기자재와 설비만으로도 제품의 양산.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국산 칠보유약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 

칠보 상품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고가의 은기 칠보가 예물로 선호되거나 사

치품으로 소비되는 등 국내에서도 칠보상품의 유행이 확산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수출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사업으로 칠보상품이 개발되

기 이전에 한국공예시범소에서도 칠보 공예상품의 제작시도가 있었다 이, . 

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공예시범소에 설치되었던 칠보 기자재는 , 

서울대학교에 이관되어 훗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실습장에서 활용된다. 

또한 ICA의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을 통해 유학을 다녀온 ‘ ’

김정숙에 의해 국내 대학에서 첫 칠보 강의가 시행된다 년대에 이르. 1970

러 해외에서 칠보를 배우고 귀국하는 인물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칠보, 

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칠보기법에 관심을 갖고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



ii

이 등장했다 칠보를 예술로서 인식했던 작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미술교. 

육을 받고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확립했던 인물들로 칠보 동인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또한 서울칠보연구소와 도라장을 통해 일반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칠보 교육이 시작되면서 취미칠보가 유행하게 되었다 공예학원에서는 부. 

업으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칠보강습을 신설하고 취, 

미로 칠보를 시작한 사람들이 기술을 익혀 개인 연구소를 차리거나 백화

점 문화센터 등에서 칠보 강의를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일반인이 칠보를 , .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칠보는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취미활동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칠보는 이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년 중반 이후 . 1970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수출품목이 변화하게 되면서 수출상품 제작에 

주력했던 공예학원과 소규모 업체들은 판매처를 잃고 칠보를 그만둔다 또. 

한 주거공간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규격화된 시스템 가구들이 

등장하고 서구의 모던한 디자인 경향이 유입되면서 칠보는 유행에 뒤떨어, 

진 것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칠보의 생산과 소비. 

가 대중화되며 발생한 칠보상품의 품질저하가 계속되었다 현재 칠보산업. 

은 악세사리와 혼수 시장에 일부 존재하며 예술칠보를 지속하는 작가들과 , 

취미칠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년대 이후 등장한 현대 공예는 서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현대1960

성의 개념을 획득한 인물들에 의해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현. 

대 칠보 역시 해외에서 칠보를 배우고 돌아온 인물들에 의해 한국에 전파

되었으나 이들은 활동은 대학 교육에 집중되지 않고 상품칠보의 개발 취, , 

미칠보의 보급과 동시에 예술칠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칠보는.  한국에서 현대 공예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공예, 

로서는 드물게 사회전반에서 다각도로 유행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그 범주, 

와 양상이 지나치게 넓어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변화

하는 국가 정책과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칠보는 상품, 

예술 취미가 혼재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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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연구목적과 배경1. 

 

이 연구는 년대부터 년대 사이에 한국에서 크게 확산되었던 1960 1980

칠보공예의 전개를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살펴보며 , 

현상의 이면에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통해 칠보공예의 유행과 쇠락의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년. 1960

대 이후 현대 칠보공예의 성립 및 융성 과정과 의의를 밝힘으로써 칠보공

예를 한국 현대공예의 역사 안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금속공예의 기법 중 하나인 칠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기존의 기법과 내용을 거의 유실하였으나 년대 이후 해외에서 칠보를 , 1960

배우고 돌아온 몇몇 인물들에 의해 국내에서 다시 등장한다 년대 이. 1960

후의 칠보는 그 이전의 칠보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기법과 디자인 등이 수

입되어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식된‘ ’ 

공예가 전개되었다.

칠보는 한국 사회에서 년대부터 년대까지 상품공예 예술공1960 1980 , 

예 취미공예를 아우르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칠보는 주부, . 

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취미활동 중 하나였으며 은 기물에 칠보를 올린 , 

상품들은 고가의 예물이나 사치품으로 선호되었다 수출상품으로서 민예품. 

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출용 칠보상품이 양산되었고 내수용 관광상품으로, 

도 칠보상품 제작이 활성화 되었다 대학에서 칠보 교육이 시작되기 시작. 

한 시기도 이즈음이었으며 칠보를 작품에 활용하는 금속공예 작가들도 다, 

수 등장했다 공예의 특정 기법이 이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인기를 . 

끈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예의 여러 기법들 중에서도 당시 특히 칠보가 주목 , 

받았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칠보의 유행이 . ,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년대부터 년대 말까지 약 , 19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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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폭발적으로 등장했다 사그러든 단기적인 유행이었다는 점에 주목20

하여 그 확산 현상의 양상을 추적하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용어 정의와 연구 범위2.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칠보 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년‘ ’ 1960

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칠보를 지칭한다 파란 과 칠보 라는 두 가지의 . ‘ ’ ‘ ’

용어를 통해 대한제국기까지 전해 내려오던 방식의 칠보 파란 와 그 이후( )

의 칠보를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년대 이후의 칠보에 대해 1960

본 논문에서 현대 칠보 라는 이름을 붙여 다시 구분한 이유는 이 시기에 ‘ ’ , 

등장한 칠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 칠보 는 해외에서 칠보를 배우고 돌아온 인물들에 의해 ‘ ’

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파란 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60 . ‘ ’

그 표현기법과 재료가 거의 전해지지 못했다 년대부터 년대 초까. 1930 1960

지 한국에서 칠보는 기술적 완성도나 예술적 형태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

라 군사물품 중 메달이나 배지 등을 생산하기위한 기법으로 저화도의 파란

과 법랑이 혼재된 상태에서 유지되었다 현대 칠보 는 이와 같은 방식의 . ‘ ’

파란이 현대화되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 

던 고품질의 유약과 기술이 해외에서 수입되면서 등장하였다 또한 파란. , 

이 대한제국기부터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등에서 수출용 상품에 사용되거나, 

일제강점기 이후 군사물자의 생산에 주안을 둔 기법이었다면 칠보는 수입, 

된 고품질의 칠보약품과 생산기법 등을 바탕으로 예술공예의 표현 기법으

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년대 이후 등장한 칠보. 1960

의 새로운 전개 양상에 집중하고 그 이전 시기의 칠보와 구분하여 이를 , 

현대 칠보 로 정의하였다‘ ’ . 

연구의 범위 역시 시기적으로 한정하여 현대 칠보 가 등장하기 시작, ‘ ’

한 년대부터 칠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년대 사이의 약 여1960 19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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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주목한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군사정권이 수출제일주의를 내세워 . 

경공업위주의 수출상품 정책을 펼치며 공예품과 민예품의 수출가능성에 주

목했던 시기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이 대두되며 주부. 

들이 자기계발에 힘쓰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의 미술대학은 이 시기에 학. , 

제와 교과과정을 재정비하며 기틀을 잡아갔고 현대 공예가 대학교육을 매, 

개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칠보는 다방면에 걸쳐 사. 

회 전반적으로 크게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 양상의 면면을 살펴보며 칠보, 

가 유행하게 된 과정을 읽어내고 나아가 칠보가 쇠락하게 된 원인과 의의

를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3. 

 

 

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의 현대 칠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1960

구된 바가 없다 다만 년대에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중 칠보와 관련. , 1970

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이 시기는 칠보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 

시작했던 시기이자 국내 미술대학에 석사과정이 설치되기 시작했던 시기, 

였다 칠보에 관한 초창기의 연구들은 당시 아직 생소했던 칠보 기법에 관. 

한 논문1이나 조선시대의 칠보 기법이었던 파란에 관해 연구한 논문들2이 

1 유리지, 「 에 관한 소고Enamelling 」, 서울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학과 공예미술전 

공 석사학위논문 과 박선희, 1970 , 「칠보에 관한 연구 동칠보의 부착력을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석사학위 논문 이 이에 해당한다 유리지 논문의  , 1978 . 

경우 칠보의 역사와 기본적인 칠보의 재료 다양한 기법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내, , 

용을 담고 있다 당시 유리지의 논문이 칠보에 관해 연구된 첫 논문이었기 때문에 . 
이 논문은 이후 칠보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인

용되었다 박선희 논문의 경우 년대 후반의 논문으로 당시 이미 시판되고 . , 1970 , 

있던 국산 유약 두 가지 변성준의 대한칠보 유약 김선봉의 금하칠보 유약 를 비( , )
교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파란에 관한 당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정자, 「조선조 후기 파란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승, 1972; 

관, 「조선조 후기 법랑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옥 , 1974; , 

「파란 칠보에 대한 연구」 청주여자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오영민, , 1975;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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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뤘다 초창기 연구 중에서는 특히 최정자의 논문을 통해 조선시기. 

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왔던 파란의 재료 및 기법에 관한 설명과 년1970

대 초 파란의 제작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파란의 쇠락과 현대 칠보의 등장, 

에 관한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 볼 수 있었다.   

이후 등장한 비교적 근래의 연구 중에서는 재료적 차원에서 칠보에 , 

접근하고 있는 연구3 혹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칠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4가 있으며 색채의 관점에서 파란을 고찰한 연구5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칠보의 기법에 대한 기술. 

적인 설명이나 칠보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서술하는 

연구로 년대 이후 등장한 현대 칠보 에 관한 인식이 사회적 영향 관, 1960 ‘ ’

계에 관해 밝히고 있는 내용은 거의 담고 있지 않았다.  

현대 칠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논문은 박수경의 연구가 유일하다.6

이 연구를 통해 현대 칠보의 등장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으나 박수, 

경의 논문은 칠보공예를 문화 산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그 산업적 개선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칠보의 전개는 년대 이후의 , 1990

현황을 언급하기 위한 일부로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박수경은 학위논. 

문 이외에 「한국 칠보공예 역사와 현황」이라는 제목의 학술논문을 저술하

기도 하였는데7 이 논문 역시 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칠보공예 1990

의 현황과 칠보공예 산업의 미래 전망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현대 , 

칠보는 주요 사건에 관해서만 몇 줄 정리되어있다 이처럼 칠보에 관해 연. 

조 칠보 노리개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공예도안과 금속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순정1976; , 「파란과 칠보의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7.
3 김희정, 「고온용융 무연 칠보유약」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신소재공학과 석, 
사학위논문, 2011.
4 김수진, 「칠보공예의 이해와 지도방안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명숙, 2002; , 「추상적 표현을 활용한 칠보공예 지도방

안 고등학교 학년을 중심으로: 1 」 한국교원대학교 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5 최정애, 「조선시대파란 칠보 색채에 관한 연구( ) 」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0.
6 박수경, 「칠보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 박수경, 「한국 칠보공예 역사와 현황」,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3(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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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는 현대칠보의 등장 배경과 그 유행 양상

에 관해 상세하기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신, 

문 기사와 잡지 등과 같은 차 자료와 관련 인물들을 새로이 인터뷰한 내1

용에 의거하여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4.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현대 칠보가 . 

파란 등 한국에서 기존에 행해지던 칠보의 방식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

라 새로운 차원에서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등장한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파란에 관해 조사하면서 동시에 현대 칠보를 시. 

작한 인물과 이들의 활동을 추적하여 현대 칠보가 이전 시대의 것과 어떤 

면에서 차이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둘째로 현대 칠보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가졌는지 파, 

악하기 위하여 현대 칠보 유행의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흔. 

히 공예는 전통공예 민예 전승공예 취미공예 예술공예 엘리트공예, , , , , , 

현대공예 등 위계와 범주가 다양한 하부 분과들을 갖고 이 분과별로 각자 

연구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대 칠보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특. 

정 인물 중심적 접근이나 단일 관점에서의 사례 분석을 지양해야 하므로, 

기존의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 

에서는 칠보의 확산과 유행이 가장 성행했던 년대에서 년대까지의 1960 1980

시기 안에서 칠보공예 가 보였던 다양한 유행의 양상들을 사회문화적 현‘ ’

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모두 동일선상에서 소개하고자 했다. 

이 시기의 칠보 공예에 관해 상세히 기록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 자료의 수집으로 그 전개 상황을 살펴보았다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1 . 

부분들은 관련 인물들을 수소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 

내용은 보통 수기로 기록하였으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구술 내용을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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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얻어낸 정보들은 다시 검증 작업. 

을 거쳤는데 신문 기사나 전시 도록에 해당 내용이 존재하는지 혹은 다른 , 

인터뷰 대상의 증언과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가며 검증하였다 이와 . 

같은 과정을 통해 년대부터 년대 사이 칠보 유행의 모습을 파악하1960 1980

였으며 드러난 내용을 준거로 하여 이 시기 칠보공예의 하부 범주를 상품, 

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 

칠보 유행의 양상 분석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연관하여 밝혔으

며 이를 통해 칠보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쇠락의 원인을 추적하였다, . 

년대부터 년대 사이의 한국의 문화적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국미술전1960 80

람회 공예시범소 디자인포장센터 등을 연구한 기존의 논문, , 8에서 그 내용

을 참고하였으며 경제적 정책적 배경은 박정희 정권의 수출제일주의와 , , 

경제성장 전략에 관련한 연구들9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년대를 전. 1960

후하여 한국에 등장했던 현대 공예에 관해서는 현대 공예가 등장하게 된 

기반이 되는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10를 살펴보았다.   

8 박암종, 「한국디자인진흥 년사30 」, KIDP 허보윤, 2002; , 『권순형과 한국현대도
예』 미진사 김종균, , 2009; ,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 아카_

이브』 제 호 서울대학교조형연구소 최정원 3 , , 2011; ,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 서울대학교대학원 디자인역사문화전공 석사학위논문 최, , 2015; 
호랑, 「 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 기관지를 중심으로1960-70 - 」, 
서울대학교대학원 디자인역사문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9 최상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남, , 2013, 

최상오pp.165-175; ,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경영사학』 제 

집 제 호 통권 호25 3 ( 55 ), 2010.9.30, pp.203-211.
10 허보윤, 「 년대의 현대공예 교육과 그 영향1960-90 」, 『조형 아카이브_ 』 제 호5 , 

허보윤2013; , 『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미진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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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칠보 공예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개

 

 

이 장에서는 칠보 공예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피며 칠보 공예가 어떻게 

현재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개괄하고 특히 이것이 한국이라는 공간, 

에서 전개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칠보공예는 일제시기와 한. 

국 전쟁을 거치며 전통적인 생산 제작 방식과 한 차례 단절되었고 그 이· , 

후 여러 통로로 해외에서 그 기법이 다시 들어와 현재의 칠보공예 혹은 칠

보기법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 

한국의 전통적인 칠보인 파란과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칠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 3 , 

우선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 칠보의 형성을 이끈 주요 인물과 사건

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한다.   

 

 

 

칠보 공예의 역사1. 

 

         

칠보 는 금속공예의 가장 오래된 기법 중 하나로 금 은(enameling) , · ·

구리 점토 유리 등의 바탕재료 위에 다양한 색상의 유약을 올려 구워내· ·

는 것을 칠보라 한다 칠보유약의 주성분은 유리질 함량이 높은 석영. 

이다 석영은 (silica) . 1700 정도의 ℃ 매우 높은 온도에서 녹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칠보 유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융점을 낮추고 금속과, 

의 부착력을 높여주는 용제 및 금속 산화물을 섞어줘야 한다 이러(flux) . 

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유약을 700~900℃의 온도에서 구워내면 원하는 색

상과 광택을 얻어낼 수 있다.11

가장 오래된 칠보작업은 기원 전 세기 경 고대 미케네 문명의 키 13 , 

11 노용숙,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예술』 미진사, , 2000,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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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 지역에서 발견된다 초기의 칠보는 보석의 대체물로 사용되었기 때. 

문에 도판 에서 나타나는 칠보는 마치 보석을 물리는 것처럼 색유리 , [ 1]

파편을 금속 선으로 둘러 고정한 뒤 고정된 유리파편을 녹여 금속에 상감, 

하는 방식으로 장식되었다.12 이처럼 최초의 칠보는 바젤 세팅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속에 칸을 나눠 유리질을 넣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칠보, 

의 기법은 후에 유선칠보(cloisonné)13로 발전하게 된다. 

 

  

                          

도판� 키프로스의�무덤에서�출토된� 개의�황금� 반지�중�하나[ 1]� 6 ,

세기� 출처B.C.� 14 ( : Panicos� Michaelides,� The� Earliest�「

Cloisonne� Enamels� from� Cyprus )」

도판� 베니스�산� 마르코�성당의� 두오모�성화�부조� 장식벽의�세부 세기[ 2]� ,� 348x140cm,� 10~12 .14

12 Panicos Michaelides, 「The Earliest Cloisonne Enamels from Cyprus」, 『Glass
on Metal』, Vol.8, No.2, April 1989.
13 유선칠보는 금속 선을 활용한 칠보기법이다 금속 사물위에 그려진 도안을 따라 . 

얇은 금속선을 사물의 표면에 땜하면 금속선으로 막힌 칸이 형성된다 이 칸으로 . 
가루 칠보 유약을 넣고 녹인다 기물이 식은 뒤 표면에 광을 내 주면 완성된다. , .  

온라인 브리태니카 사전, https://global.britannica.com/art/enamelwork 
14 명의 세공 장인들이 대대로 세기부터 세기에 걸쳐 완성한 산 마르코 성당4 10 12
의 벽장식은 여러 칠보 기법들을 한 작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던 비잔틴 , 

시기의 칠보를 가장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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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세기부터 세기 중세 비잔틴 시기에 칠보 기법을 활용한 성 4 11

유골함 성체용기 주교장 지팡이 등의 성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다양, , 

한 칠보 기법이 발전했다 세기에 등장한 플리카쥬 기법. 6 (plique-à-jour) 

15은 마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금속 프레임 사이로 칠보를 부착하는 난이

도가 높은 기법으로 제작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16 비잔틴의 플리카쥬는 러시아와 서유럽으로 전파되었으며 현 

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도판� 메로드� 컵[ 3]� ,� The� Mérode� Cup,� The�

surviving�medieval� piece� in� plique-à-jour,� 1400� /
중세의� 플리카쥬�기법을� 보여준다.

중세의 칠보 작업에서는 샹르베(champlevé)17기법의 사용도 두드러진

다 샹르베는 세기경 트리어 리모쥬 와 같은 중앙 유럽. 10 (Trier), (Limoges)

에서 금 대신 동을 칠보의 바탕 재료로 사용기 시작하면서 확산된다 동판. 

15 는 프랑스어로 햇빛을 허락한다 는 의미이다 플리카쥬를 제작하Plique-á-jour ‘ ’ .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안의 테두리를 따라 밑판 없이 금속 프레임만을 . , 

제작하고 금속선으로 나뉜 칸 사이에 칠보 유약 가루를 넣고 가마에 굽는다 적, . 
당한 두께로 유약이 차오를 때까지 유약을 올려 가마에 굽는 것을 반복하는데 보, 

통 회에서 회 정도를 하면 완성된다 일본에서는 쇼타이칠보 라 15 20 . (shotai-jippo)
불리며 세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브리태니카사전19 . , https://en.wi
kipedia.org/wiki/Plique-%C3%A0-jour#Techniques
16 Hermann Schdt, 『Goldsmiths’ art : 5000 years of jewelry and 
hollowware』, (English translation by Ann Potter Schadt), Arnoldsche, 
1996, pp.72-73.
17 는 유선칠보와 정 반대의 기법이다 유선칠보가 금속 사물의 표면에 Champlevé . 

금속선을 덧붙이는 것으로 유약이 들어갈 칸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샹르베는 금속 , 
판 위에 도안의 테두리를 남기고 음각으로 도안의 표면을 파내는 방식으로 디자, 

인을 표현한다 금속을 파낸 음각 부분에 칠보 유약을 넣고 이를 녹이면 완성된. 
다 샹르베 기법은 음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꺼운 금속판을 활용하는 것이 . , 

용이하며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판을 바탕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온라인 브리, . 

태니카 사전, https://global.britannica.com/art/enamel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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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음각하여 장식하는 샹르베 기법은 기존의 유선칠보보다 쉽게 더 넓은 

표면을 장식할 수 있다. 

한편 세기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에나멜 페인팅, 15 (painted 

기법enamels) 18이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이 기법의 활성화로 인해 칠보 . , 

유약의 종류가 회화의 물감 색 만큼이나 다양하게 발전했으며 칠보 작업, 

의 도안 역시 회화의 스케치만큼이나 중요해졌다 이처럼 칠보는 다양한 . 

기법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이르러 가구와 식, 

기 등 귀족들의 사치품에 장식으로 활용되었다.19

 

 

 

 

 

도판� 의� 에나멜�페인팅� 작업 세기� 후반[ 4]� Pseudo-Monvaerni .� 15 ,� 12x16cm

예수의�얼굴이� 상세하게�표현되어있다/ .

18 에나멜 페인팅 기법은 다른 칠보 기법과 같이 가루 형태의 유약(painted enamel)

을 액상으로 풀어 사용한다 그러나 칸막이 구분이 없는 평평한 금속 판 위의 칠. 

보가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유약이 서로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약을 판에 올린 뒤 살짝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법에서는 주로 동판을 . 

바탕 금속으로 사용한다 우선 동판의 앞뒷면에 바탕 유약을 발라 살짝 구워내. , 

어 이 첫 번째 바탕 위에 바늘같이 날카로운 금속으로 도안을 그린다 그 뒤 도, . 
안 위에 알맞은 색을 얹어 다시 구워내는 과정을 거치면 작업이 완료된다.     

온라인 브리태니카 사전, https://global.britannica.com/art/enamelwork
19 https://global.britannica.com/art/enamel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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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말 파리를 중심으로 태동한 아르누보 양식은 칠보에 큰 영향19 , 

을 미쳤다 평면적이고 도안적인 요소를 갖는 아르누보 디자인은 고전적인 . 

칠보의 기법들20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칠보는 장식 기, 

법으로 각광받았다 도판 와 같이 티파니 카르티에 와 같은 . [ 5] , (Cartier)

고급 주얼리 공방들은 칠보를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하여 장신구를 제

작하였으며 르네 랄리크, (René Lalique)21와 같은 유명한 아르누보 장신구 

작가 역시 작품의 주요 표현 기법으로 칠보를 사용하였다 아르누보시기에 . 

활성화 된 칠보는 세기 초 유행한 아르데코 시기에도 이어졌다, 20 . 

도판� 아르누보� 오팔� 칠보� 브로[ 5]� Tiffany&Co.,�

치 사파이어 가넷 칠보,� ,� ,� ,� 1910

Art� Nouveau� opal,� sapphire,� garnet,� and�

enamel� brooch� by� Louis� Comfort� Tiffany� for�

Tiffany� &Co.,� 1910.

도판�[ 6]� René� Lalique,� ‘Dragonfly-woman’,�
gold,� enamel,� chrysoprase,� moonstone,�

diamond,� 1900.�
르네� 랄리크가� 아르누보� 장신구�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는� 그의� 주요� 작품이다 년�.1900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여졌다 잠자리의�.�

날개� 부분이� 고난이도�칠보�기법인� 플리카쥬� 기법

으로�완성되었다.

�  

20 샹르베와 유선칠보의 기법을 살펴보면 아르누보나 아르데코와 같이 도안에서 , 
테두리가 되는 선의 표현이 중요하며 그 결과 칠보는 칸이 나눠진 도안을 바탕으, 

로 칸마다 다른 색상을 채워가며 표현되었다. 
21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 는 세기말 세기 초의 아르누보 운동)(1860~1945) 19 ~20

에 크게 기여한 프랑스 장신구 작가이다 런던과 파리의 장식학교에서 견습 과정. 
을 거친 뒤 파리에 개인 공방을 열었다 년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한 칠. 1900

보 장신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난 뒤 장신구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된다 르네 랄. 
리크의 장신구는 특이한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값비싼 보석을 ,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화려한 장신구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브리태니, 

카 사전,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Rene-La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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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물고기�무늬�불투명� 칠보�팔찌 독일 년� 경[ 7]� Scholtz&Lamm,� ,� ,� 1920

아르누보와 아르데코를 거치며 칠보를 통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표현 , 

가능성이 등장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과 . 

영국에서도 전통적인 형태와 장식 도안을 기초로 하는 칠보를 벗어나 현대

적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칠보 제품들이 다수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 

아니라 년대 서구에서는 이미 칠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쉽고 간단한 , 1940

취미활동으로 여겨질 만큼 대중성을 획득하였다.

한 편 비잔틴 시기의 칠보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 

먼저 칠보가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일본 등에서의 칠보 발생에 영향을 미쳤

다 중국에서 칠보는 비잔틴을 칭하는 용어였던 폴린 으로 불렸고. (follin) , 

이를 음차한 법랑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상용화되며 법랑 으로 불리게 ( )琺瑯

되었다.22 칠보는 원나라 시대 중국이 중앙아시아 등지와 잦은 교류를 하 

게 되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기 세기 초에 해14 ~20

당하는 명 청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칠보 작업들이 제작되며 활성화되었, 

다.23  

일본에서는 약 세기경부터 칠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7

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칠보 기법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공백기를 , 

갖는다 동아시아권에서는 본래 중국에서 칠보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 

으나 세기 후반부터는 일본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칠16 . 

보는 문손잡이 등의 건축 부자재와 사무라이가 사용하는 검의 장식에 주로 

22 노용숙,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예술』 미진사, , 2000, p.58.
23 https://global.britannica.com/art/enamelwork#ref6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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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다 한편 히라타 는 세기 경 한국으. , (Donin Hirata, 1591~1646) 17

로부터 칠보를 배워 일본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24 히라타의 공방은  19

세기까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칠보 생산 공방으로 이름을 알렸다 일본. 

에서 칠보의 전성기를 연 인물은 나고야 지방의 사무라이였던 카지 쓰네키

치 였다 그는 년 우연히 접하게 된 중국(Kaji Tsunekichi 1803~1883) . 1938

의 칠보공예품을 통해 칠보의 기술을 연구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 

이유로 카지의 칠보는 중국 칠보의 색감과 모티브에 기초한 작업을 보인

다 이후 년대에 이르러 카지는 장식적인 유선칠보의 기법을 발전시키. 1850

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후학을 양성하여 칠보 공예의 발전을 주도했다. 

년 나고야 칠보 회사 가 설립되고 이 회1871 ‘ (Nagoya Cloisonne Company)’ , 

사의 칠보 제품이 년 비엔나 전시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 1873 . 

시기부터 일본의 칠보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최상급의 공예품을 생산하는 

가장 주된 기법으로 발전한다. 일본은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

가하며 칠보 기법으로 완성된 수준 높은 공예품을 선보이고 이는 일본 특, 

유의 섬세한 장식과 기예에 가까운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

을 하였다.25  

 

24 https://global.britannica.com/art/enamelwork#ref600912
25 Gregory Irvine, 『Japanese Cloisonne: The Seven Treasures』, V&A 
Publications, 2006,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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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판� 의� 칠보�화병 년( )� [ 8]� Kumeno� Teitaro ,� 1910 .

우 도판� 의�칠보� 화병 약� 년( )� [ 9]� Namakawa� Yusuyuki ,� 1900 .

출처���������( :� Khalili� Collection)

년대� 초� 메이지� 시대�일본이�수출� 상품으로� 자국의� 민예품을� 개발하던� 시기의� 칠보� 작품들/1900

이다 두� 작품� 모두� 유선칠보�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일본의� 높은� 칠보� 기술을� 보여주고� 있.�

다.�

도판� 에서�일본관의�전시� 전경[ 10]� The� Philadelphia� centennial� exhibition ,� 1876� �

출처( :Free� Library� of� Philadel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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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과 칠보2.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칠보‘ (七寶 는 일본식 명)’ , 

칭인 칠보소(七寶燒 에서 기인한 것이다) .26 년대 이방자가 귀국하며 일 1960

본의 칠보 기술을 들여온 이후 이 명칭이 보편화되었다 명칭이 달랐을 , . 

뿐 그 이전에 칠보기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의 파란은 삼국시대의 , . 

금가락지와 팔찌에서 발견되었다.27 파란은 푸른빛을 띠는 중국의 칠보 유 

약인 경태람이 한국에 전해지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유약의 기 

본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엿가락처럼 생긴 원료 덩어리를 잘게 , 

빻아 가루를 내고 이를 금속판 위에 올려 구워낸 것이 파란이다.29 대개  

푸른 색상 때문에 파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 

중국에서 칠보를 이르던 법랑 의 중국식 발음이 그대로 한국에 전해( )琺瑯

져 파란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이 맞다.30 삼국시대의 파란은 약  500℃ 

이하의 저화도에서 녹는 것으로 색상이 다양하지 않고 오로지 청색만 존, 

재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파란은 황색 짙은 노랑 검정과 남색. ( ), 

의 중간색인 감색(紺色 파란색과 초록색의 중간인 벽색), (紺色 보라색 ), 

계열의 가지색(紫色 네 가지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도판 파란의 ) .[ 11,12] 

유약은 감산혼합이 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색의 유약끼리 섞는다고 해도 

중간색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파란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를 달. , 

리하여 구워내면 조금씩 다른 명도와 채도로 발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31

26 최정자, 「조선조 후기 파란에 대한 고찰」, 1972, p.6.
27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 1971, p.51.
28 최정자, 「조선조 후기 파란에 대한 고찰」, 1972, pp.5-8.
29 파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 에 나와 있는 해당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 2] , 

참조 특히 최정자. , , 「조선조 후기 파란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옥1972; , 「파란 칠보에 대한 연구」, 청주여자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1975; 
최순정, 「파란과 칠보의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7.
30 유리지, 「 에 관한 소고Enamelling 」, 1970, pp.5-10.
31 노용숙,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예술』, 미진사, 200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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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판� 조선시대�은제�파란� 뒤꽂이� � � � � � [ 11]� 도판� 조선시대� 은제�파란�가락지� � � � � � � � � � [ 12]�

    출처서울역사박물관( : ) 출처서울역사박물관( : )

근대시기 한국에서 파란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와 한성미술품제작소 등

에서 금속공예제품의 표면 장식에 일부 사용되었다 도판 이 시기의 .[ 13] 

근대공예품들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느낌을 주는 문화상품으

로 제작되는 경향이 짙었고 일본과 서양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년, . 1930

대부터 일제강점기에 파란은 수출용 공예품이나 예술품이 아니라 전쟁물자

로 공급되는 법랑 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 

후 한국전쟁을 거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국은 과거의 여러 공, 

예 기법을 유실하였고,32 파란도 예외는 아니었다 . 한국전쟁이후 몇몇 장

인들이 소규모로 파란을 생산하였다고는 하나, ,33 그 수가 지나치게 적었 

32 이와 같은 상황은 전통공예 전반에서 발생했다 년 월 일자 경향신문에. 1966 3 19
서는 퇴색해가는 민속공예라는 제목으로 장인시대가 지나가고 부업의 수단으로 ‘ ’ , 

농촌에서 싸구려 공예품이 마구잡이로 생산되는 당시 상황에 관해 취재한 바 있

다 어디를 가나 디자인의 개념이 촌스럽고 수요자의 심미감과 기능적인 요구가 . “
정상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했다 전통기법의 연구가 병행되고 있지 않았고 사이. 

비 모더니즘이 유치하게 침식하고 있을 망정 창의력 있는 노력이라곤 보기 힘들, 

었다 인간문화재로 받들만한 노장인도 이미 손꼽을 정도의 수였고 그나마 그들. , 
의 전통생업은 날치기의 부업민들에게 밀려 가난하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

다 노인은 선자가 궁중 진생되고 또 정부에서 장려되던 옛날을 향수하고 있었.…
다 지방에 있는 민예의 마을을 가보면 토속적인 연구 따위는 생각조차 없었다. ( ) . …
그들에겐 그럴만한 머리도 자금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 

장인의 시대가 가 버렸다는 점이었다 퇴색해가는 민속공예 경향신문.” ‘ ’, , 
1966.3.19.
33 최정자의 「파란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이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설(1972)

명되어있다 최정자는 이 논문에서 조선시대 칠보의 기법과 방법을 기존 박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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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시 유통되던 국산 유약은 은제품이나 귀금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 

아니라 교표나 배지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정도의 저품질 유약이었다. 1950

년대에는 배지 메달 등을 생산하여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업체나 귀금속상, 

에서 파란을 취급하였다. 

도판� 은제� 파란�연적 대한제국기[ 13]� ,�

 

오늘날과 같은 칠보공예는 년대 이후 해외에서 칠보기법을 배우1960 , 

고 귀국한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 등장했다 공예시범소의 디자인 교수 요. ‘

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을 통해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대학에서 칠보를 배’

웠던 김정숙과 일본에서 취미 칠보공예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오랜 기간 동

안 칠보를 배워 온 이방자 독일의 여러 미술 대학에서 금속공예와 칠보를 , 

배웠던 김기련 등의 귀국과 이들의 영향으로 년대 이후 한국에서 칠보1960

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방자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일본. 

의 칠보제작 기법과 도서가 전해짐에 따라 용어가 수입되어 일반화되면서 , 

한국에도 칠보 라는 말이 정착되었다‘ ’ .34 이로 인해 년대 중반 칠보   1970 , 

는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취미활동이자 부업으로 여겨졌으며 아, 

마추어 칠보 교육이 백화점과 문화센터 등지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금속공. 

예 세대 유학파들이 귀국하면서 대학에서도 전문적으로 칠보공예가 교육1 , 

되기 시작했다 년대에는 공예과 혹은 공예 전공이 설치된 대부분 대학. 80

유물 그리고 개인 소장자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 . 

과정에서 그는 두 명의 전통 파란제조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을 만났다고 명시
하는데 해당 인물들의 신상이 적혀있지 않아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34 최정애, 「조선시대 파란 칠보 색채에 관한 연구( ) 」, 홍익대학교 색채전공 석사학

위논문, 201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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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칠보기법이 정규 수업과정 내에 포함되었고 칠보를 예술로 인식하고 , 

작업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칠보작가동인회와 같은 모임과 협회도 생겨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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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에서 칠보공예의 양상III. 

 

 

이 장에서는 년대부터 년대 사이에 칠보 공예가 어떤 방식으로 1960 80

확산되었으며 그 정도와 범위가 어떠하였는지 등의 세부적인 면면에 관해 , 

논해보고자 한다. 년대부터 년대까지 칠보가 한국에서 유행한 양상1960 80

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범주화하거나 이, 

에 대한 단일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칠보의 유. , 

행에 관한 당시의 신문기사 혹은 이 시기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나 칠보 

재료 생산관련 인물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의 차 자료들을 수합해 들여다1

본 결과 당시의 칠보 공예 양상을 크게 상품 예술 취미 세 가지 차원으, , , 

로 분류하여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상품으로서의 칠보1. 

년대에서 년대 사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칠보공예를 상품의 차1960 1980

원에서 살펴보면 크게 수출용과 내수용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 가능하, 

다 수출용 칠보상품의 경우 이를 다시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수출상. , 

품 개발로 나눌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수출 .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 여러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 

는데 그 중 특히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통해 수출 상품의 디자인을 진흥, 

하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금속공예와 칠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돌아온 김. 

기련은 귀국 직후 한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금속공예 지도연구원으로 근무

하며 칠보기법을 활용한 수출 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수출상품은 국가 주, . 

도의 차원 외에 민간 차원에서도 개발되었는데 당시 수출상품으로서 칠보, 

를 개발했던 민예품 생산업체들은 국가의 민예품 지원정책에 따라 점차 수

출상품쪽으로 생산방향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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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수용 칠보상품의 경우 칠보의 재료개발 남대문 악세사리 상, , 

가를 중심으로 한 칠보 장신구 고급 칠보 은기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년대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고도경제 성. 1960

장기를 겪으며 서서히 산업화를 맞이한다 이 시기 상류층 가운데에서 과. , 

시용 혹은 예물용 칠보 식기류와 장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부들 사이에서는 취미로 칠보 공예를 배우기 시작하는 인구가 늘어

났고 칠보제품도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하게 된다 이들은 직접 만든 칠보 , . 

장신구를 공판장에 판매하며 부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서 칠보 장신구는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크게 유통되었고 이 외에도 전국, 

의 여러 공판장과 백화점을 통해 널리 판매되었다 이처럼 칠보에 대한 수. 

요와 칠보를 생산하고자 하는 요구가 다양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뒷받침, 

해줄 양질의 국산 칠보 재료들도 개발되었다 특히 년대 중반부터 국. 1970

내에서도 질 좋은 유약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칠보 공예의 대중화 산업화, , 

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출용 상품으로서 칠보공예1-1. 

국가 주도의 칠보 수출상품 개발 1) 

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 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바뀌1950 , 

자 한국정부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방식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35 나아

가 년대 들어 군사정권에서는 자체 동력으로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 1960

들이고 이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펼치

게 된다.36 여러 수출 품목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동 , 

35 최상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남 , , 2013, 
pp.165-175.
36 최상오,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경영사학』 제 집 제 호25 3

통권 호( 55 ), 2010.9.30,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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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내수 시장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공산품이 주요 수출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정부에서는 년대 중반부터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을 , 1960

설립하며 공산품 수출의지를 확고히 한다.37 그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관 , 

심을 가질만한 수출품 디자인에 공을 들이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수출디자, 

인센터가 설립된 계기였다.38

년 월 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확대회의에서 가칭 공예기술연1965 9 13

구소의 설치 결정이 이루어진다 년 월 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 1966 4 1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내 대지 평에 건축을 확정하고 같은 해 월 128 300 , 6

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월 일에 상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얻으4 , 7 26

며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가 출범한다.39 서울대학교 교내에 위치하여 시작

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년 월 한국디자인센터로 개칭하였다가 1969 2 ,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출 을 붙여 년 월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다시 ‘ ’ 1969 3 , 

개칭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내보인다.40 이와는 별개로 같은  

해 월에 수출품 포장 개선을 위한 한국수출품포장센터가 설립되는데 이 1 , 

두 기관은 상공부에 의해 년 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흡수 및 통합1970 5

된다 이 과정에서 수출디자인센터는 서울대학교에서 분리 독립되고 그 . , 

운영권이 상공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37 최상오,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pp.212-214.
38 최호랑, 「 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 기관지를 중심으1960-70 -

로」, 2015, pp.34-35.
39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계간디자인』, 년 월호 창간호1969 8 ( ), p.36.
40 박삼규의 논문에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
측의 맹렬한 반발을 물리치고 우선 정관을 개정하여 명칭부터 사단법인한국수출디‘
자인센터 로 개칭하여 본 센터가 예술적인 아카데믹 한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 ‘ ’
것이 아니고 수출상품 위주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데라는 것을 명칭에서부터 

풍기게 하고 이 외에도 정부는 수출디자인센터에 국고 만원을 지원하며 본” 1500…
격적으로 수출 상품의 디자인연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박삼. 
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호랑1970, p.29; , 「 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 기관1960-70 -

지를 중심으로」, 2015,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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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련과 국가 주도의 수출공예상품1-1) 

년 월에 귀국한 김기련은 서울대학교 미대 내에 설치된 한국공예1968 6

디자인연구소가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거쳐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흡수 통

합되는 과정 즉 년부터 년까지 해당 기관 내에 근무하였다 김기, 1968 1971 . 

련은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금속공예 상임연구원 년 년 한(1968 ~1969 ), 

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금속공예 지도연구원 년 년 초 한국디자(1969 ~1970 ), 

인포장센터에서는 공예과장 및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년(1970 ~1971

년 칠보기법과 금속공예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디자인 및 제작을 담당하), 

였다. 

독일로 유학하여 칠보공예를 배운 김기련 은 년 한국과(1923~1983) 1968

학기술처의 해외과학기술자 유치대상으로 선정되어 귀국한다 본래 일본에. 

서 체육학을 전공한 뒤 함경북도의 동라남고등여학교와 서울의 창덕여자고

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대 후반 늦은 나이에 독일 유학길에   30 , 

올라 미술대학에서 금속공예를 배우기 시작한다 당시의 선택에 대해 김기. 

련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염료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지만 년도에 유학시“ 60

험을 거쳐 독일로 떠나 보니 막상 염료보다는 금속공예가 더 관심이 가서 

이를 전공하기 시작했다.”41고 회고한다 그는 년 서독의 . 1960 Munchen	

Blocherer 미술대학 장식과에서 수학한 뒤 년 1962 	 Frankfurt Offenbach 미 

술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대학에서 년도 최우수 미술학도상을 받았을 . 1962

뿐만 아니라 서독 국가시험에 최우수 합격하여 에나멜 서독 국가자격증을 

얻게 된다.42 그리고 년  1964 Schwabisch	 Gmund 금속예술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뮌헨예술대학(Munchen	 Kunst	 Akademi 에 입학하여 년 졸업한) 1967

다 이후 그는 년 월 해외과학기술자 유치 대상으로 선발되어 귀국. 1968 6 , 

하게 된다.

년대 중후반 한국에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단순 제조업 1960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문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

41 금속공예가 김기연씨 매일경제‘ ’, , 1981.7.31.
42 목걸이 팔찌 등 백여 점 김기연 귀국 발표회 경향신문‘ , - ’, , 196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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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정부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고급 연구 인. 

력과 교수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던 우수한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고 선진국, 

과 유사한 수준의 이공계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웠다.43 

드디어 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1968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설립과 함께 해외과학기술자 유치제도가 시작되는데 이는 , 

당시 국내에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수급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유학하

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폭

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였다.44 김기련은 영구유치자로 선정되어 45 귀국했고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지도연구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46

한편 년 경향신문에 게재된 년과 년에 유치된 과학자들의 명, 1969 68 69

단과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총 명의 과학자 중 예술계통의 인물은 김기22

련이 유일하다.47 다른 대상자들은 대부분 에서 근무할 과학기술 분야 KIST

43 김기형 외, 『과학대통령 박정희의 리더십』, MSD미디어, 2010, p.348.
44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과 국내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과학자들의 귀국

을 유도하기 위해 유치과학자의 국내 취업처를 알선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자에게 
여비 체제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구자들에게 집을 , . 

마련해주고 미국과 계약하여 당시 한국에는 없었던 의료보험을 제공하였다 연구, . 

자들의 보수는 미국 연구직 보수의 분의 수준이었지만 이는 당시 국내 국립대4 1 
교수 월급의 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제3 , 

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형 외. , 『과학대통령 박정희의 리더십 , MSD』 미디

어, 2010, pp.351~353.
45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과학기술자 유치에 따라 년부터 년까지 영구귀국 1968 1978

자 명 일시귀국자 명 등 총 명의 과학자가 유치되었다 사업의 대상자184 , 226 410 . 

는 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년 이상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을 2
우선으로 하되 영구유치는 최소한 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하여 체재해야했고 일, 2 , 

시유치는 수개월 내의 단기간 강의 또는 자문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과학기술 년사 편찬위원회30 , 『과학기술 년사30 : 1967-1997』 과학기술편, , 1997, 

김기형 외p.57; , 『과학대통령 박정희의 리더십 , MSD』 미디어, 2010, p.358. 
46 박암종, 「한국디자인진흥 년사30 , KIDP」 , 2002, p.13.
47 시행 첫 해인 년 그리고 뒤이어 년에 유치된 과학자들의 목록은 다음1968 , 1969
과 같다.

년 총 명 김기련 세 학사 금속공예 서독뮌헌아카데미 영구귀국 조1968 , 7 / (47 , , , , ), 

경철 박사 천문학 호와드대학부교수 영구귀국 강홍렬 세 화학 메(40, , , , ), (42 , , PR
로리회사연구원 일시귀국 정구순 세 박사 분석화학 애리조너대학교수 영, ), (41 , , , , 

구귀국 안수길 세 석사 전자공학 프랑스회사 연구원 영구귀국 김완희), (41 , , , , ), 
세 박사 전자공학 컬럼비아대학교수 일시귀국(44 , , , , )

년 총 명 우원식 세 약리학 카나다 모니토바대학교수 영구귀국 박병1969 , 15 / (42 , , , ),

준 세 섬유공학 보스턴 섬유시험소연구원 일시귀국 권영덕 세 전자공학(36 , , , ), (35 , , 
벨전화회사 연구원 일시귀국 함인영 세 기계공학 펜실베니아대학교수 일, ), (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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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원이었으며 주로 미국에서 이학 공학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박사 , , 

이상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다.48 예술계통의 종사자를 해외과학기술자  

유치제도의 대상에 선정하게 된 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년. , 1960

대부터 박정희 정권은 수출을 통한 경제 고도성장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

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생산을 모색하고 , 

있었다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년대는 자원이 부족하고 . 1960

첨단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 

정책을 펼쳤으며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팔릴만한 물건들 중 한국의 , 

색채가 강하게 들어간 관광민예품 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공예디자인연구. 

소의 초창기 연구원 중 지도연구원 명단에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인물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에서는 수출용 공예상품 , 

제작의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한 인물을 발굴하여 국내에 부족한 제작

기술과 정보 등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련은 이미 독일에서 칠보. 

와 금속공예 작업으로 각종 상을 받으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고 서독에, 

서 재학 중이던 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하며 서독에서 에나멜1963  “

링을 연구하는 금속공예가 김기련이 국전에 입상하였다 는 내용이 신문에 .”

보도되는 등,49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이 그가 해 . 

외과학기술자 유치제도에 이례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기련은 오랜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디자인센터에서 유럽 각국의 금‘

속공예 동향 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금속공예분야에서 악세사리 ’ , ‘

금속공예품 디자인 실기교육 훈련실시 등에 참여하였다’ .50  

시귀국 옥항남 세 물리학 프린스턴대학교수 영구귀국 윤광식 세 화), (32 , , , ), (43 , 

학 미시시피대학교수 일시귀국 김희철 세 원자력공학 미주리대학원자력연, , ), (33 , , 

구소장 영구귀국 김봉섭 세 화학 시카고대학교수 영구귀국 민선식, ), (38 , , , ), (48
세 고체물리학 프랑스낭트대학분교장 일시귀국 이해섭 세 전기공학 펜실, , , ), (46 , , 

베이아대학교수 일시귀국 강우형 세 물리학 캘리포니아대학교수 영구귀, ), (28 , , , 

국 박달조 세 화학 유타대학교수 일시귀국 전학제 세 석유화학 모빌), (63 , , , ), (42 , , 
오일 주임 일시귀국 최상일 세 화학 미국 업티컬코퍼레이션 연구원 일시, ), (39 , , , 

귀국 두뇌는 조국으로 귀국한 과학자들 경향신문) ‘ - ’, , 1969.8.25.
48 김기형 외, 『과학대통령 박정희의 리더십』, MSD미디어, 2010, p.358.
49 서독서 금속공예연구 스칼라지서도 특별 소개 경향신문‘ , ’, , 1963.12.10.
50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1969 , 」 1970, 

pp.18-29; 박삼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관한 연구」, 최호랑 pp.30-31; , 
「 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 기관지를 중심으로1960-70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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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련이 개발한 상품들은 대부분 칠보와 금속공예 기법을 이용한 일

상용품들이었으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김기련 수출상품 전시회 를 수차, < >

례 개최하며 전시의 방식으로 자신이 개발한 수출상품들을 선보였다 개인. 

전의 형식으로 수출상품전시회를 열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수출상품을 만, 

들면서도 이를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

다 또한 칠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일반 대중들을 위하여 김기련은 . 

종종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칠보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51

도판� 년� 월� 일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방문한� 박정희�대통령�[ 14]� 1970 2 7 ,�

앞에서�디자인�작업과정을�시연하는�김기련52

pp.36-37.
51 김기련이 디자인 포장센터에서 연구했던 분야가 칠보를 이용한 금속상품 중에서

도 어떤 상품이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판매될 것을 고려하여 생산, 
되었는지 그리고 개발된 칠보 상품들의 수출품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관, 

한 상세한 내용은 현재 확인하기가 어렵다 디자인포장센터에서 기존에 발간한 간. 
행집들에서 각 연구원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하고 있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년사20 』는 디자인포장

센터가 설립된 년 이후의 사업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년 1970 , 1971
수출 공예 잡화 디자인개선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금속공예품 항목이 명시되‘ ’
어 있다 다만 관련 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나 그 성취 범위에 관하여는 자세. 

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년사20 』 한국, 
디자인포장센터, 1990, p.108.
52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년사20 』,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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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장센터의 재직기간 이후에도 김기련은 수출상품 제작을 그만

두지 않고 오히려 개인연구소와 작업실을 차려 더욱 활발하게 이를 개발, 

하였다 김기련의 동생 김순련은 정부로부터 김기련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 

수출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수출공예잡화직매소를 만들어 본격인 수출 사, 

업에 돌입한다 그는 종로 관훈동에 위치한 층짜리 건물의 층에 수출공. 3 1

예잡화직매소를 설치하고 년 월 김기련과 함께 같은 건물의 층에 , 1970 12 3

도라장이라는 갤러리를 연다.53 김기련은 도라장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판 

매하는 판매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해당 건물의 층에 김기련연구소 를 설2 ‘ ’

립하여 칠보공예의 보급과 유약 연구에 매진한다 또한 디자인포장센터에 . 

재직할 당시 종종 진행했던 대중 칠보강연에서 나아가 김기련연구소 에, ‘ ’

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칠보강습을 이어나갔다. 

민예품전문생산업체 선정과 올림픽 관광민예품 사업 1-2)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군사정권은 경제 성장5 , 

의 핵심 목표인 수출 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 해에 가장 수. 

출 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수, 

출의 날을 지정하여 화려하게 그간의 성적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 

능공대회 민예품경진대회 수출상품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공훈, , 

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대한 뉴스 에서는 이러한 박정희 정. < >

권의 수출 증대 목표를 위한 기획을 선전하면서 국민 전체가 국가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매일 같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였다.54

년대는 수출에서 경공업의 비중이 컸으며 민예품이나 토산품을 1970 , 

상품화하여 수출하고자하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었다 김기련이 디자인포. 

53 도나장 개업한 김순련씨 싼값으로 누구에게나 화랑을 경향신문‘ , ’, , 
1970.12.10.
54 최상오, 「한국에서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경영사학』 제 집 제 호25 3

통권 호 최상오( 55 ), 2010; ,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경영사학』 
제 집 제 호 통권 호25 4 ( 56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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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센터에 재직하던 기간 중 상공부에서는 관광민예품경진대회 를 열기 시‘ ’

작한다 년에 시작된 이 대회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와 국제관광공사 . 1971

주관으로 전국에서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작품을 출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상작 전시회가 열리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등이 방문. , 

하여 전시를 관람하는 등 관광민예품경진대회 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기, ‘ ’

대가 높았다 수상작은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및 행정 지원과 실용신안의. 

장특허 공업소유권에 대한 보호 육성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55 관광민예품 ‘

경진대회 는 이후 올림픽 민예품 육성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여년 간 정’ 10

부에서 추진한 민예품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 1

회 대회에서 등에 해당하는 대통령상과 등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의 수, 1 2

상작이 모두 칠보공예품이었다는 점이다 등은 경상북도에서 출품한 이효. 1

세의 칠보제품이었으며 도판 등은 김기련의 칠보관광민예품이었다[ 14], 2 . 

이러한 심사 결과로 미뤄보았을 때 당시 정부에서 수출을 위한 민예품으, 

로서 칠보공예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상공부는 년부터 토산품생산업체 지정 을 시작하고 지정1973 ‘ ’ , 

된 업체들에게 중소기업자금지원은 물론 경영기관의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실시하고 나아가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줬다.56 이러한 정책은  

년대에 들어 민예품생산업 육성정책 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중소기업진1980 ‘ ’

흥공단은 매해 민예품전문생산업체 지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년 지정된 민예품 대상 품목은 개로 그 중에도 칠보제품이 포함되어 1980 20

있었다.57 년에는 개의 민예품 품목을 선정하고 상공부에서 지정한  1981 18 , 

몇 가지 기준58을 통과한 개의 민예품생산업체를 해당 년도의 민예품전48

55 ‘첫 관광민예 경진 매일경제’, , 1971.7.13.
56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에서 입선한 업체 연 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 5

제조업체 관광토산품 제조업체로서 생산 실적이 있고 상시 종업원 인 이상으로 , 10
구성되어있는 업체 또한 상공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기준으, 

로 토산품생산업체 선정 및 지원이 결정되었다 상공부 개사 지정 매일경제. ‘ 47 ’, , 

1973.3.7.
57 정부에서 지정한 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목공예품 석공예품 자수제품 나20 . , , , 

전칠기 민속도자기 진유제품 금속공예품 옥비취 석제품 칠보제품 구슬제품, , , , - , , , 

흑산호 및 패각류 수각제품 목세공예품 초경제품 완초제품 점토제품 부착화, , , , - , , 
우모제품 한지류 관광용문구 기타관광민예품경진대회 입상품 민예품 생산업 , , , . ‘
육성 매일경제’, , 1980.2.15.
58 년 첫 시행 해에 상공부가 제시한 기준은 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서 19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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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생산업체로 지정하였다 도판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정된 민예품전문. [ 17]

생산업체 중에도 칠보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었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업체당 시설자금 억원과 운영자금을 천만원까지 . 1 5

지원하였으며 지정업체의 영문판 민예품 종합카탈로그를 발간하여 국내외 , 

바이어에게 배포하였다 민예품전문생산업체 지정이 시작되기 이전 민예. ‘ ’ 

품 수출실적은 당시 환율로 약 만 달러 정도였으나 년 개 품목2000 , 1980 20

에 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펼치자 약 만 달러로 전해에 47 , 3000

비해 의 수출실적 증대를 보였다150% .59 

도판� 제 회�관광민예품경진대회에서�대통령상을�[ 15]� 1 도판� 제 회� 관광민예품경진대회를� � [ 16]� 2

수상한�이효세의�작품 년� 작� � � � � � � � � ,� 1971 60� 관람중인� 박정희�대통령� ,�

년� 1972

지난해 수출실적이 만달러 이상이거나 만달러 이상의 신용장 를 받은 업체3 1 L/C( ) , 
관광민예품경진대회에 입상한 업체 및 새 시장 개척에 공이 커 상공부 장관이 인

정하는 업체 이다” . 민예품 생산업 육성 매일경제‘ ’, , 1980.2.15. 

년에 선정한 업체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성과를 확인한 정부는 년 보다 1980 , 1981
상향된 기준을 내세운다 년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수출이 만달. 1981 . “ 5

러 이상인 업체 신청일 현재 신용장 내도 만달러 이상인 업체 민예품경진, L/C( ) 2 , 
대회 입상업체 관광민예품 판매료 수납실적 천만원 이상인 업체 연간 매출실적 , 1 , 

천만원 이상 업체 상공부 민예품 생산업체 개사 지정 매일경제3 .” ‘ 48 ’, , 

1981.4.13. 
59 상공부 민예품 생산업체 개사지정 매일경제‘ 48 ’, , 1981.4.13.
60 사진은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주년을 맞아 제 회 관광민예품 경진대회의 대40 , 1

통령상 수상작을 재전시하였을 때 촬영한 것이다 당시 이효세의 작업은 한 가지 .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완상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제품에 칠보를 
입혀 제작되었다 상공부에서는 이효세의 칠보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삼아 민예품 . 

수출에 나섰으며 대통령상을 받은 이 제품들은 한 해 동안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 
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이듬해에도 만 달러의 수출을 계획하는 등 27 , 40

수출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전략품으로 각광. ‘ ’, 
매일경제, 19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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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년� 민예품전문생산업체�지정명단�[ 17]� 1981

출처매일경제� � � � � � � � ( : ,� 1981.4.13.)�

품목�중� 칠보� 제품을�전문으로� 생산하는�업체가�/ ‘ ’
세�군데� 포함되어�있다 강조�표시는�연구자.� ( )

민예품전문생산업체 지정사업은 년대에 들어 년 아시안게임‘ ’ 1980 , 86

과 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규모가 확장된다 상공부는 우선 민예산업 집88 . 

중 육성을 위하여 개의 민예품 품목을 설정하였는데52 ,61 여기에도 칠보제 ‘

품 이 포함되었다 상공부는 년’ . 82 , 「민예산업종합육성방안연구」를 통해 민

예품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고62 년까지 개의 민예품 품목에  83 52

대해 여개의 민예품전문생산업체를 지정하였다 상공부는 소규모로 고200 . 

급 민예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영세 업체가 양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자금지원을 하는 한 편 디자인 개발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다

각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상공부는 민예품 생산

업체들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년. , 1980

61 상공부 올림픽 특수 민예품 개 선정 경향신문‘ 52 ’, , 1981.12.16.
62 『 공예산업실태조사2011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p.14.



30

부터 수출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중소기업체의 포상을 확대하고 상위직< > 

보다 하위직 기술직 기능직에게 우선적으로 상을 부여하였으며, , 63 또한  

중소기업 포상대상에 민예품전문생산지정업체를 포함시켰다.64  

년대 민예품은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원자재가 부족했던 한국의 1970

실정에서 가능한 수출형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년대 중. 1970

후반부터는 수출품목의 중공업화로 여타 경공업 분야의 수출용 생산량이 

감소되었지만 민예품의 경우 올림픽을 대비한 주력 수출상품 및 관광상, 88

품으로 지정되면서 지원이 더욱 다양하게 이뤄지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 , 

칠보공예품도 수출용 민예품 생산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다. 

 

도판� 올림픽�관광기념�진주목걸이[ 18]� 88�

출처중고나라( : )
제품의� 가운데� 부분에는�진주를� 깎아�올림픽� 마크를�/

새겨� 넣었다 아래� 부분의� 연꽃� 묘사는� 유선칠보로� 제.�

작되었다.

63 중소기업 포상 확대 수출의 날 기술 기능직에 우선 경향신문‘ , ’, , 1980.10.13.
64 상공부 중소수출업체 포상 확대키로 매일경제‘ ’, , 198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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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칠보 수출상품 개발2) 

 

국가와 정부 주관 및 지원을 통해 칠보수출상품을 개발한 경우도 있지

만 민간업체의 주도로 수출용 칠보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시도한 경우도 ,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여러 민간업체들이 독자적인 수출 판로를 개시하였. 

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드물다 또한 검증 가능한 , . 

방식으로 남아있는 관련 자료나 보도 기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이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다만 금하칠보가 . , 1970

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에 현재 금하칠보의 대표를 맡고 , 

있는 박수경과 금하칠보에서 유약제조를 담당한 김선봉 등 금하칠보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금하칠보2-1) 

 

금하칠보는 년 남대문악세사리 상가에서 자개로 만들어진 장신구1967

를 판매하는 금하상회로 시작하였다 당시 사장이었던 김이두는 남대문 상. 

가에서 점차 칠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국내에서 유일, 

하게 칠보유약을 생산하던 고병호에게 아들 김선봉을 보내 유약 제조법을 

익히게 하였다 김선봉이 고병호에게 칠보유약 제조기법을 전수받자 금하. , 

상회는 년부터 기존의 자개장신구 판매를 중단하고 칠보유약과 재료를 1972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약은 아직 고병호의 . 

유약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고 할 만하지 못했다 이후 김선봉은 칠보상품. 

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의 유약을 개발하고자 시도했으며 더불어 , 

년대 후반 김기련으로부터 칠보유약의 제조와 개발에 대한 조언을 받1970

으면서 더 나은 질의 유약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 

초창기 금하상회는 국내시장을 겨냥한 칠보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수출할 칠보장신구와 기물을 생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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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상회는 년 금하칠보로 상호명을 변경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한다1981 . 

현재 금하칠보를 총괄 운영하는 박수경은 당시 금하칠보의 상황을 회상하

며 커다란 김장용 비닐 봉투에 돈을 쓸어담아 정리해야 할 정도로 매출, “

이 좋았다”65고 증언한다 당시 상공부에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혹은 민. , 

예품 생산 업체 등을 지정하여 수출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던 

바가 있지만 당시 금하칠보의 해외 수출 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 없이 ,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66 이후 금하칠보는 년 서울올림픽 기 1986

념품 생산업체로 지정되고 년 올림픽 공모전 서울시장상을 수상하며 , 1987

승승장구한다 년대 칠보 산업의 쇠퇴기에 접어들어 어려움을 겪으면. 1990

서도 금하칠보는 칠보유약뿐 아니라 취미 칠보를 위한 기본 재료들을 판매

하며 사업을 유지하였다 금하칠보를 설립한 김이두가 은퇴하면서부터 김. 

이두의 딸인 김선경이 금하칠보의 대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김선2 , 

경의 딸인 박수경이 사업을 이어받아 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3 .67 

당시 금하칠보가 독자적으로 상품 개발과 수출 판로를 여는 것이 가능

했던 것은 우선 금하칠보가 당시 칠보유약을 만들 수 있는 몇 안되는 국, 

내업체였으며 덕분에 자체적으로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한 시, 

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이두가 남대문에서 오랫동안 사업. 

체를 운영하며 얻게된 노하우로 시장의 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기, 

존 사업 인맥을 통해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65 박수경 인터뷰 2016.4.21. 
66 이 시기 금하칠보처럼 민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칠보공예품을 수출하는 업체들 

이 다수 등장했는데 이에 관한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실제, . 
로 회사를 운영했던 이들로부터 직접 전해듣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아직 , 

금하칠보 이외에 민간 차원에서 단독으로 수출 사업을 진행했던 칠보업체를 추가

로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자료 조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
67 김선봉 인터뷰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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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칠보 상품1-2. 

 

이처럼 국가적 차원과 민간적 차원에서 모두 수출용 칠보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내수용 칠보상품 생산 역시 크게 활성화되었다.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산 칠보유약 개발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1970

며 칠보유약의 국내 수급이 원활해진다 그 덕분에 국내에서 칠보를 전문. 

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과 취미칠보 인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 성장으. 

로 인해 등장한 중상류층의 소비집단이 고급칠보제품을 사치품으로 향유하

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우선 이러한 칠보 유행을 원활하게 만들어준 칠. 

보유약 개발과정부터 짚어봄으로써 내수용 칠보가 어떤 양상을 띄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칠보 유약의 개발 1)        

 

년대 초까지도 한국에서는 칠보유약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1970 , 

다.68 김기련이 독일에서 귀국한 년 한국에서 유통되던 국산 칠보유약 1968

의 종류는 가지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 독일에는 약 여 가지 일5 , 2000 , 

본에는 약 여 가지의 유약이 있었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300

종류였으며69 유약의 질도 형편없었다 년대 중반부터 일본 칠보유약. 1970

을 연구하여 국내산 유약개발에 성공한 변성준과 김기련과 함께 칠보유약, 

을 연구했던 김선봉은 당시 국산 칠보유약은 미군 부대 배지에 사용되는 , 

질 낮은 법랑유약이 대부분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한다. 

68 “최근에 와서 칠보 애호가가 부쩍 늘어났고 칠보 전문가도 다수 배출되고 있지

만 아직도 원료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칠보는 개발과 발전의 여지가 많은 듯 훈” ‘
정칠보연구회 신세계화랑 칠보공예 작품전 개최 동아일보’, , 1972.12.21.
69 여성직업훈련 금속공예 동아일보‘ (6) ’, , 19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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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전 국내에서 유일하게 칠보유약을 생산했던 사람은 고병1970 , 

호로 알려져 있다 고병호는 전쟁 당시 미군 통역관으로 근무하였으. 6.25 

나 전쟁이 끝난 뒤 일감이 줄어들자 통역을 그만두고 칠보유약 제조기술, 

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제조방법을 전수받아 유약을 만들기 시작한

다 그러나 고병호의 유약은 법랑 혹은 칠보로 분류될 만큼 품질이 좋은 . 

유약이 아니라 저화도에서 녹는 질이 낮은 유약이었다 당시 고병호의 유, . 

약을 실제로 사용했거나 이 유약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관찰했던 이들의 증

언을 들어보면 금속판 위에 색을 얹는 것이 겨우 가능한 정도의 유약이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고병호의 유약을 주로 사용했던 남대문의 상인. 

들은 이 유약을 유약이 아니라 배지 혹은 법랑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 ’ . 

이 재료가 배지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유약의 제조 방식 역시 열악한 수준이었다 유약은 . 1000℃에서 1200℃

사이의 온도에서 재료를 녹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당시의 여, 

건으로는 기차의 연료로 쓰이던 역청탄을 써야만 필요한 온도를 올릴 수 

있었다 고병호는 그래서 역청탄을 구하기 쉬운 청량리 기차역 근처에 터. 

를 잡고 유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조된 유약은 남대문의 장원사를 통해 . 

유통되었다 장원사는 미군 부대 배지나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교표 . , 

배지와 같은 휘장품을 취급하던 상회였고 고병호에게서 유약을 받아 금속 , 

배지에 색을 올린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했다 이 유약은 질이 고르지 못하. 

고 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무리가 있었, 

다 년대 말 유약 제조에 지친 고병호는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유. 60 , , 

약 기술을 전수받고 자신의 집과 유약 제조시설을 구입할 사람을 찾게 된

다 그 당시 남대문에서 금하상회를 운영하던 김이두는 이 소식을 듣고 자. 

신의 아들인 김선봉을 고병호에게 보내 유약 제조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김선봉은 년부터 고병호에게 칠보유약 제조기술1970

을 전수 받는다. 

김선봉이 유약 제조기술을 전수받자 년 금하상회는 기존 주력 상, 1972

품이었던 자개장신구 판매를 중단하고 상호를 금하칠보로 변경하며 칠보, 

유약을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했다 김선봉이 청량리에서 유약을 생산하기 . 

시작하자 이방자와 홍대 교수였던 김정숙 경기공업전문대학의 교수였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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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희가 김선봉을 찾아온다 당시 이들은 국내생산 칠보유약의 수준과 종. 

류를 가늠하고자 수소문하여 김선봉을 찾았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드물게 . 

칠보유약을 생산하고 있던 김선봉에게 칠보유약을 구입했다 신권희의 권. 

유로 김선봉은 뒤늦은 나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교에 입학하고 년 졸, 1976

업한 뒤 한양공고에서 년간 공예과 교사로 근무한다1 . 

청량리에서 응암동으로 작업실을 옮긴 김선봉은 년대 중반 경 함1970 , 

께 유약을 개발할만한 인물을 찾고 있던 김기련을 소개받는다 김기련은 . 

귀국 후 칠보유약을 독일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

며 칠보공예상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칠보유약의 열, 

악한 품질과 종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 

독일에서 가져온 유약을 스스로 연구하였고 결국 년의 연구기간을 거, 5~6

쳐 국산 재료로 백 여종의 칠보 유약을 생산해내게 되었다.70 김기련은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유약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던 김선봉과 유약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유약 제조 및 상품화에 착수하였, 

다. 김선봉은 대체로 동판에 올릴 수 있는 칠보 유약을 개발하는 일에 주

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판의 산화피막을 제거하지 않고 칠보를 올리는 , 

독특한 기법을 개발한다 김선봉은 현재까지 금하칠보 유약개발부장을 맡. 

고 있으며 지금도 칠보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약 , . 

개발의 노고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전통기능보유자로 

인정받고 년 칠보유약제조 기능전승자로 선정되었다, 2005 .71 금하칠보는  

년대 들어 칠보재료상으로 변화하였으며 취미공예를 위한 칠보키1990 , DIY 

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으로도 유명해졌다.  

 

김선봉과 비슷한 시기에 칠보유약 개발을 한 또 다른 인물로 변성준이

있다 변성준은 이방자의 의뢰로 칠보 유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년. . 1963

귀국한 이방자는 일본에서 배워온 칠보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자선사업을 전개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 . 

생활에 관해 이방자가 요미우리신문에 연재한 바에 따르면 취미로 배운 , “

70 여성직업훈련 금속공예 동아일보‘ (6) ’, , 1973.2.12.
71 김선봉 인터뷰,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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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를 상품으로서 제작하여 팔아보았다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이. 

어서 잘 팔렸다 또 일본에서 산 유약을 가지고 오는 길에 공항에서 마약. 

이라고 오해 받아 추궁 받은 적도 있다”72고 한다 이와 같이 귀국 초기 . 

이방자는 일본을 직접 오가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칠보유약을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년 낙선재에 서울칠보연구소 를 세워 수. 1966 ‘ ’

강생을 받아 직접 교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칠보유약의 국내 수급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 

한다 이방자여사가 변성준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시기의 일이었다. . 

변성준은 어려서부터 서대문구의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 자라 일본어에 

능통했으며 덕분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자와 소통이 용이했다, .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남대문 악세사리상가를 오가며 악세사리 제작에 사, 

용되는 기계를 수리하면서 상인들과 교류했다 년대 중산층의 소비 수. 1960

준이 상향됨에 따라 은수저의 수요가 커졌고 남대문시장에도 그 영향력이 

전달되었다 일반 은수저보다는 손잡이 끝 부분에 칠보를 올린 제품이 인. 

기가 높았는데 당시 유일한 국산 유약이었던 고병호의 배지 유약은 이러, 

한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에 적합한 질과 양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병호의 . 

유약은 은수저 위에 올렸을 때 발색이 좋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산 파란 , 

유약에 비해서도 쉽게 새카맣게 타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 

이 당시 국산유약으로는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

대문 상인들은 오래전 중국에서 수입된 파란 유약을 어렵게 구해 수저를 

장식해 판매하곤 하였다.73 남대문을 자주 오가던 변성준은 칠보유약에 대 

72 항간의 왕비 일생고난의 길 장애아와 걸어가다 요미우리신문‘ : - ’, , 1984.7.3.
73 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정부를 승1949

인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적대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중, . 
국과 완벽히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국 간 외교와 무역이 단절된다 한국과 , . 

중국 사이 무역 왕래가 재기된 것은 년 즈음으로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1979 , 

통한 간접 무역이었다 년부터 민간 차원의 직접 무역이 시작된다 두 나라는 . 1988 . 
년 약 여간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맺어 국교를 정상화한1998 , 40

다 신상진 허시유. · , 『한 중 교류 협력 발전사 수교 이후 정치 경제 관계· - · 』 이, 

매진, 2013, pp.10-11, pp.18-29, p.31.  
이러한 정치 외교적 관계로 인해 본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들어오던 파란 유· , 

약의 원재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완전히 수입이 중단된다 따라서 변성준이 언급. 
하고 있는 년대 남대문 상인들이 사용하는 파란 유약은 한국전쟁 이전에 수입1960

되어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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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의 수요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어린 시절 동네에서 종종 목격했. 

던 일제 칠보장신구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한일협정이 맺어지자 일본을 왕, 

래하며 칠보유약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칠보유약뿐 아니라 칠보가마 . 

또한 수입하였고 나아가 직접 전기가마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가져오는 칠보유약으로 작품 활동을 이

어나가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이방자는 수소문 끝에 변성준을 만나고 그에, 

게 일본의 유명 칠보재료상회인 아오키메탈 등을 소개해준다 이 때부터 . 

변성준은 일본의 유약 제조사들과 교류하며 기술을 배워 한국에서 유약을 

개발하는 일에 착수한다 그리고 일본 칠보유약을 한국에 가져와 실험을 . 

거듭한 끝에 일본 칠보유약의 품질 색 투명도 질감 등을 낼 수 있는 유, , , 

약을 개발해냈다 수년간의 연구 결과 그가 생산한 유약의 질이 칠보 작. , 

가들에게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졌고 심지어 일본의 유약보다 낫다는 평가, 

를 받게 된다.74 변성준은 유약제조뿐 아니라 이방자가 주도하는 칠보교 , 

육에도 참여했다 이방자는 낙선재에서 정기적으로 칠보 강습을 했을 뿐 . 

아니라 여성회관, YMCA 등지에서도 종종 칠보를 가르쳤는데 변성준은  , 

이러한 행사에 이방자와 동행하여 강습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 각. 

지에서 펼쳐졌던 이방자의 칠보작품바자회에도 함께 참여했다 이방자가 . 

운영했던 명혜칠보연구소 서울칠보연구소와 동일 에서 발간한 칠보의 기( ) 『

법 도판 을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낙선재에서 함께 칠보를 연구했던 [ 44] , 』

사람들과 칠보연구회 를 결성하여 그들이 칠보작품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 >

주었다.75 이러한 칠보유약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변성준은 년대 후반1970 , 

삼각지에 대한칠보를 설립하였다 대한칠보는 년 문을 닫을 때까지 칠. 2015

보 예술작가와 공방에 양질의 칠보 유약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대표적

인 칠보 재료상이었다.76 

74 김미연은 실제로 오랫동안 대한칠보 유약을 사용하여 작업 해온 칠보공예작가

로 대한칠보 유약 품질의 우수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김미연 인터뷰, .  , 2016.5.1

명보랑 역시 고급 칠보 은기를 제작하던 당시 변성준의 대한칠보 유약을 사용하였
다 명보랑에 근무했던 조영선은 인터뷰에서 명보랑이 사용했던 칠보유약이 삼각. , 

지에서 운영하던 재료상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삼각지에서 운영되던 , 

칠보 재료상은 대한칠보가 유일하다 조영선 인터뷰.  , 2016.5.23.
75 변성준 인터뷰, 2016.5.3
76 대한칠보의 사장 변성준은 오랜 기간 동안 칠보 유약을 제작해왔지만 칠보유약 ,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제작자가 건강을 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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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칠보동호회 출처 변성준�개인�소장[ 19]� ,� 1971.4.22.� ( : )

년� 일본의� 아오키메탈� 사장이� 내한했을� 당시� 칠보공예회� 회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다/1971 .�

첫번째�줄� 왼쪽에서�세번째가� 이방자 네번째가� 아오키메탈의�사장이다 두번째줄� 오른쪽�첫번째와�,� .�

두번째는�사진을�제공한�대한칠보� 변성준과�그� 부인.

          

 

남대문 악세사리상가와 관광기념품용 칠보상품2) 

년 남대문시장과 자유시장 사이에 신축된 삼호빌딩을 중심으로 악1966

세사리 전문상가가 형성되었다.77 이 곳에서는 금 백금 고가의 보석 등  , , 

귀금속을 재료로 하는 장신구보다 합성석이나 인조 진주 플라스틱 목재 , ,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하는 저가의 장신구들을 주로 취급하였다. 

당시 남대문 악세사리상가에는 상인들 사이에서 공판장이 형성되어 있었는

데 주부들이 취미로 만든 칠보 공예품을 공판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 

남대문 악세사리상가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은에 칠보를 입힌 장신구들

은 년대 중반 개당 천 천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여타 장신구보다 1980 4 ~5 , 

다소 높은 가격에 속했다.78

된다는 사실을 꺠닫고 대한칠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한다. 변성준 인터
뷰, 2016.5.3.
77 남대문 삼호 빌딩에 악세서리 연쇄점포 등장 매일경제‘ ’, , 1966.11.24.
78 남대문 시장 안 악세사리 상가 동아일보‘ ’, , 198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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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주부들이 직접 만든 칠보제품을 판매할만한 곳이 남대문 1980

악세서리 공판장뿐이었으나 상공부에서 민예품을 올림픽 산업으로 집중 ,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예품 직매소와 민예품종합판매장들

이 서울 시내 곳곳에 들어서면서 칠보제품 판매 양상이 다양해졌다 이들 . 

판매장은 기존의 방식대로 국내 소비자 수요만을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하

는 것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적인 미감 다시 , , 

말해 전통적인 도안과 형태가 가미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즉 남대문 부근에 형성된 악세사리상가에는 취미로 만든 칠보장신구, 

를 판매하고자 하는 주부들과 칠보장신구 전문생산업체들이 몰리면서 공, 

판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년 한일협정으로 한일수교가 이. , 1965

뤄지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이들을 주된 구매층으로 겨냥한 민, 

예품이 다수 생산되어 남대문에서 팔리기 시작한다 또한 년 올림픽을 . 1988

앞두고 년대 초반부터 올림픽 민예품이 개발되었고 관광객 수요에 대1980 , 

비하여 년 한국공예품판매조합 산하 여개의 회원업체가 모여 중구 1984 40

남대문로 남문빌딩 층과 층에 한국공예품종합백화점 을 만들었다 이는 1 2 < >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억 천만원을 지원해 이루어진 것으로 도자기 나4 5 , 

전칠기 칠보제품 목공예품을 포함한 공예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 , 

예품 종합판매장이었다 이 판매장에서 판매되던 여러 품목 가운데 칠보 . 

제품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79

정부에서 민예품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거듭하였으나 년, 80

대 중반 이후 민예품 사업은 사업체의 영세성 민예품 디자인의 획일화, , 

저가의 관광상품화로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점차 쇠락

하게 된다. 

79 남대문에 공예품 백화점 등장 동아일보‘ ’, , 198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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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및 사치품으로서 고급 칠보기물3) 

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성장은 상류층의 과시적 미적 소비를 1960

촉진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칠보식기류와 장식. 

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년대 말까지 칠보공예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1980

된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칠보장신구뿐 아니라 은에 칠보를 올린 사치품. 

류의 식기를 예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행했다 일반적으로 민예품이나 관. 

광 칠보상품으로 생산되었던 칠보들이 뿌리기나 얹기 등의 단순한 기법을 

활용한 것에 반해 고급 은기를 지향하는 칠보 제품들은 대부분 유선칠보, 

의 기법을 사용하여 저가형 칠보들과 기술적 완성도에서 차이를 두거나, 

미대 출신 전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통해 기물의 형태적 완성도를 높이기

도 하였다.

이혜숙이 운영한 대명공방 년대 초 년대 말 은 당시 고급  (1970 ~ 1980 )

칠보 은기와 칠보 장신구를 제작했던 몇몇 공방 중 하나였다 이혜숙은 홍. 

익대학교 금속공예과를 졸업한 뒤 년 일본으로 떠나 진주 회사 야마1968 ‘

가쓰 와 칠보 회사 아오키메탈 에서 약 년 반 가량 귀금속 디자인과 에나’ ‘ ’ 1

멜링 기법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온다.80 그는 귀국한 뒤 년 월  1971 10

경 자신의 이름으로 귀금속연구소를 개소하고 년 월 신세계화랑에서 , 1972 5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 이혜숙은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나 기타. 

금속재료에 칠보를 올린 그릇 화병 반지 목걸이 브로치 등 점의 작, , , , 128

품을 선보였다.81 준비과정에서부터 신문에 보도되었던 이혜숙의 전시회는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이혜숙은 대명공방을 열고 가지의 . , 2~3

색상을 이용한 추상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칠보제품들을 제작하고 판매

하기 시작한다 대명공방의 제품들은 주로 금은방이나 백화점을 통해 판매. 

되었는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82 뿐만 아니라 대 

명공방은 당시 발주공방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83 년 칠보 기법을 활 1970

80 금속공예가 이혜숙씨 첫 작품전 경향신문‘ ’, , 1972.5.26.
81 귀금속 공예전 여는 이혜숙씨 경향신문‘ ’, , 1972.1.18.
82 박수경, 「칠보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
학원 금속주얼리디자인전공 박사학위논문, 201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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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작품으로 국전에서 입상한 김승희는 작품 중 칠보를 사용한 부분은 

대명공방을 통해 발주공예로 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84

 

도판� 이혜숙과� 칠[ 20]�

보� 작품 출처,� 1971� ( :�

경향신문,� 1972.1.18)

이혜숙의� 칠보� 작품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지� 혹은� 가지2 3

의� 색으로만� 기물을� 장

식하는� 방법으로 장식,�

적이고� 복잡한� 도안의�

기존� 칠보� 제품들과는�

달리�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 

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주희의 이주공방 년대 말 년대 (1970 ~1990

초 역시 칠보 기물을 다수 제작하여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였) 

다 이주공방은 추상적인 국화 문양을 이용한 상품을 주로 선보였다. . 1980

년대 중반부터는 칠보가 개인 단위로 소비되던 것에서 나아가 기업에서 선

물 등의 목적으로 대량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춘우가 대표로 있는 성화공  . 

방 년대 현재 의 경우 꽃 동물 등 자연적인 소재를 디자인 모티브로 (1980 ~ ) , 

83 발주공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 각주 의, [ 118]  참고 자료들 참조. 정시

화, 「 년대 공예의 형상성1950~70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 (Vol.18 No.1)』, 
허보윤1995, p.43; , 「 년대의 현대공예 교육과 그 영향1960-90 」, 『조형 아카이브_ 』 

제 호5 , 2013, p.87.
84 김승희 인터뷰 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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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기업과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의뢰를 받는 등 선물용 칠보 

상품을 제작해오고 있다.85 

명보랑은 금속공예와 보석장신구점 을 표방하며 년 명동에 가게‘ ’ 1975

를 열었다 명보랑의 창업자인 남기숙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지. 

만 전통 장신구와 고전 보석에 대한 관심으로 보석공예점을 차리게 된, 

다.86 명보랑은 여타 금속공예 판매점들과 달리 고급화 전략을 취했으며   87 

현대 금속 공예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협업작업을 통해 스스로의 독

자성과 정체성을 구축하였다.88

년 명동을 떠나 하얏트호텔로 이전한 후 명보랑은 유명호텔을 드1981

나드는 부유층 고객의 성향에 부합하는 고급 은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다 명보랑이 금속공예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첫 번째 차별화 전략을 취했. 

다면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고급 칠보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것, 

으로 다시 한 번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명보랑은 창업 초기부터 실용성. 

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는 은기 노리개 혼례용 장신구 등을 주요 상품, , 

으로 판매해왔는데 특히 년대 후반 명보랑의 주력 상품이었던 칠보제, 1970

품 즉 칠보의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제품들이 큰 , 

인기를 끌었다. 

명보랑의 제품들은 도안 디자이너들이 기물의 도안을 디자인하면 이, 

를 실제로 제작하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장의 한켠에 마련된 , 

85 박수경, 「칠보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p.25.
86 금속공예가들의 대모님 조선일보‘ !’, , 2007.6.1.
87 명보랑은 한국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가 잦았으며 이들은 명보랑의 창립 

초기부터 자문을 도왔다 특히 남기숙은 건축가 김수근의 조언으로 금속공예기획. 
초대전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명보랑은 단순한 장신구 판매점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기능하였다 장동광. , 「명보랑 년 금속공예와의 아름다운 동33 , 
행」, 『명보랑 년사 삶과 예술이 하나될 때33 , 』, 명보랑, 2006, pp.40-42.
88 년 명보랑이 금속공예 전문 갤러리인 갤러리 빙 을 개관하며 더욱 활발한 1989 ‘ ’
전시를 열게 되었고 년 갤러리 빙이 문을 닫을 때 까지 금속공예 기획 초대, 1994 , 

전은 총 회 열렸다 명보랑은 이러한 전시를 통해 금속공예가들과 예술생산자와 11 . 
중개자 혹은 후원자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회화 및 조각만을 애호하던 명보랑의 , , 

고객들에게 금속공예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되었다. 
장동광, 「명보랑 년 금속공예와의 아름다운 동행33 , 」, 『명보랑 년사 삶과 예술33 , 

이 하나될 때』, 명보랑, 2006,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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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방에서 칠보제품들이 생산되었다 명보랑의 초기 칠보제품들은 일일히 . 

은선을 땜해서 도안을 만드는 유선칠보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 

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칠보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워졌고 년대 중반 , 80

이후에는 프레스 기계를 도입하여 도안을 찍어내고 도안이 찍힌 부분들의 , 

쪽을 맞춰 기물을 완성한다 이러한 공정으로 칠보기물의 대량생산이 가능. 

해졌으며 명보랑은 년대 중반까지 칠보 은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한다, 1990 . 

년대 후반부터 명보랑에서 근무한 조영선에 의하면 당시 가장 많1980 , 

이 팔렸던 칠보 은기는 만원 상당의 설탕 프림기 로 그 시절의 물가로 50 ‘ ’ , 

매우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입해갔으며 심지어 같

은 디자인의 칠보 제품을 색깔별로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도 있었다.89 이  

시기 중상류층 사이에서는 값비싼 실내장식용 소품들로 집을 장식하고 경

쟁하듯 소비에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90 칠보 은기 구매 열풍도  

이와 같은 풍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칠보 은기에 대한 열풍은 년대 중반 1990 IMF와 함께 

은값이 상승하면서 시들해지기 시작한다 칠보 은기는 은 위에 색을 올려 . 

비싼 은의 표면을 가려버린다는 인식이 번졌고 해외여행 자유화와 서구화, 

되는 디자인 경향 변화로 인해 서양의 미니멀한 디자인 제품들을 접한 소

비자들이 칠보의 장식적인 표면을 촌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또한 칠보 . 

상품의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칠보는 점차 외면 , 

받게 된다 현재는 명보랑에서도 칠보를 올린 은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으. 

며 오히려 금속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순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 

하고 있다.91

89 조영선 인터뷰, 2016.5.23.
90 맨션 주부들은 대체로 실내장식에 관심이 많고 경쟁적이다 이웃집에서 응접세“ . 

트라도 새로 들여놓으면 으레 품평회가 벌어진다 반포 단지 등에서는 동창들끼.…
리 자개계를 모으는 것이 유행이고 이름난 작가의 도예전에는 맨션주부들이 판을 

친다 김재혁 새로운 생활모럴의 모색을 위한 특집 아파트촌 새 풍속기.” , ‘ : (11)-
꾸미기 경쟁 중앙일보’, , 1977.2.23. 
91 조영선 인터뷰, 20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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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칠보�꽃무늬� 장식합 도판� 십장생무늬재떨이와�담배함� [ 21]� ,� � � � � � � � � � [ 22]� ,

은 칠보 은 칠보 재떨이� ,� ,� 103x103x85mm,� 1981� � � � � � � ,� ,�� ��170x170x17mm,

출처 명보랑� ( : ) 담배함�� � � � � � � � � 138x118x33mm,� 1983�

� � � � � � � � 출처명보랑�( : )

�

�

�

도판� 복숭아무늬�이쑤시개�통[ 23]� ,�

은 칠보,� ,� 90x50x25mm,� 1985

출처명보랑( : )

 

 

지금까지 칠보가 상품으로서 주목받은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칠보  . 

는 간단한 장비와 설비만으로도 양산이 가능한 기법이라는 점에서 산업 , 

인프라가 전무했던 전후 한국의 환경에서 상품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

다 또한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수출상품개발과 년대의 관. 1960 1970

광민예품경진대회 년대 올림픽을 대비한 민예품생산업 육성정책 등, 1980 88

을 바탕으로 개발돤 다양한 칠보상품들이 판매되었다 상류층 사이에서는 . 

칠보 은기가 예물 및 사치품으로 소비되며 유행하는 등 칠보는 수출상품이

자 내수상품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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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칠보가 점차 대량생산되며 유사한 디자

인의 저품질 칠보가 범람하기 시작했다 가령 칠보수출상품과 관광기념품. , 

의 경우 민예품전문생산업체들이 너도나도 유사한 디자인을 복제하여 저, 

품질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프레스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역. 

시 유사한 디자인의 칠보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현상에 일조했다.92 

그 결과 장식적이고 화려한 칠보 제품들에서 느껴지던 새롭고 신선한 느낌

이 감소되면서 칠보는 점차 외면당하게 되었다 또한 서구에서 유입된 모. 

던한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면서 칠보는 촌스럽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인

식과 함께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92 프레스 이전의 고급 은 칠보제품은 대부분 하나하나 도안의 문양을 따서 은선을 

땜하는 방식으로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제작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프레스는 도, . 
안이 새겨져 있는 금형이 있으면 그 도안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그, . 

러한 방식으로 기물의 일부를 찍어내고 그 부분을 전체 기물과 짜맞춰 땜하는 방, 

식으로 기물을 완성하게 되면 훨씬 빠른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같은 디자인을 생
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명보랑 등이 생산해온 고급 은 칠보 기물의 디. 

자인과 유사한 제품들이 남대문 은공예상가 등지에 다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조영선 인터뷰, 20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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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서의 칠보2. 

 

칠보가 사회적 인지도를 갖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를 , 

활용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군이 형성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대학에서 예술. 

교육을 받은 인물로 스스로를 작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칠, . 

보공예를 배워 귀국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술 차원에서의 칠보공예가 실

행되었는데 이들 대부분 국내 대학교수가 되면서 년대 후반부터 대학, 1970

의 금속공예과에 칠보가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예술적 공. 

예를 목표로 했던 아카데미에 칠보가 자리 잡게 되고 후속 세대의 칠보작, 

가들을 양성하였다. 

칠보 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펼친 이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상품공예와 , 

구별되는 기법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상품공예가 대부분 전통적인 , 

칸막이칠보의 방법을 활용했다면 예술칠보로 분류되는 작품들의 경우 회, , 

화적 드로잉이나 표현을 강조한 에나멜 페인팅 기법을 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예술 작가로 인식했으며 전시회를 열어 작품. 

을 선보이고 나아가 칠보예술동인회 와 한국칠보공예작가회 등 칠보작, ‘ ’ ‘ ’ 

가 모임을 결성하여 칠보를 예술적 차원에서 향유하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년대 년대 대학에서의 초기 칠보교육2-1. 1960 ~1970

 

년대에 시작된 한국 대학의 공예 교육은 한국 현대공예계가 추구1960

하고있던 공예적 목표와 가치를 선도하거나 실천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

다.93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예 교육은 발주공예 방식에 1960

93 허보윤, 「 년대의 현대공예 교육과 그 영향1960-90 」, 『조형 아카이브_ 』 제 호5 , 
2013,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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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스스로 작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표현 을 강조하며 ‘ ’

작가로서의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였다 나아가 년대부터는 이. 1980

러한 예술가적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대학에서는 실용적 기능을 거의 , 

갖지 않은 채 보다 순수미술화한 작품을 만드는 교육을 시행하였다.94 다 

시 말해 대학교의 공예교육을 통해 장인이나 디자이너를 키워내려고 했던 ,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예술 세계를 갖고 있는 한 명의 작가로 , 

성장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진 대학에서의 공예 교육을 받은 . 

학생들은 작가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한국 현대공예의 순수미술화

에 기여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로서의 칠보를 논하고자 할 때 칠보가 . , , 

대학교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유지되었으며 그 영향이나 여, 

파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예술로서 칠보를 대했던 작가들을 추적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김정숙과 홍익대학교1) 

한국공예시범소의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 연수  1-1) 

 

차 세계대전 후 냉전 정책을 펴고 있었던 미국 정부는 산업이 발달2 , 

하지 않은 제 세계에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적 부흥을 원3

조함으로써 이들을 공산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과 동시에 ,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데올로기적인 반공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 

적으로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dministration:국제 협조처 프로) 

젝트를 진행했다.95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년 한국에도 공예시범 1957 , ‘

소 가 설립되었다 프로젝트는 본래 해당 국가에 잔존하고 있는 생산’ . ICA 

94 허보윤, 「 년대의 현대공예 교육과 그 영향1960-90 」, pp.92-97.
95 최정원,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5,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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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미국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차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생산기술

로 발전시키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기

에,96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의 연구원들)

은 개월동안 전국을 답사하며 한국의 산업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3

하였다.97 그러나 한국에는 당시 산업 인프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산업을 부흥시키고자했던 , ICA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 인해 당시 공예시범소에서는 한국의 가내수공업이나 전통공. 

예를 연구하고 이를 개선하고 생산을 산업화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것

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98 한국공예시범소에서 시행했던 주 사업

은 크게 해외 공예품 시장의 수요에 맞도록 공예제품의 디자인 연구 및 , 

생산기술 컨설팅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그리, , 

고 해외 전람회 참여와 같은 홍보 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99 세  

가지 사업 중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를 보았던 프로그램은 디자이너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

램 이었다’ .100 이 프로그램은 미래 한국에서 디자인을 교육할 교수요원이  

해외 연수를 통해 미국의 산업화된 공예 디자인 방법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국공예시범소는 매 해 상공부로부터 명을 추천받아 몇 달간 . 2

영어연수를 시키고 미국 내 대학에 특별학생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

101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년에는 민철홍 김정숙 년에는 권순형1958 , , 1959 , 

96 는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 와 계약을 ICA , , (SSM:Smith, Scherr and McDermott)

체결하고 해당 회사의 디자이너들을 한국으로 파견한다 이들은 건축가 산업도자. , 

디자인 교수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등으로 이루어진 미국 현직 디자인 산업에서 , , 
활동하는 인력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당시 가 한국에서 공예시범소를 . , ICA

통해 원조하고자 했던 것은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현지 국가의 수공예 진흥 사

업이었다 최정원. ,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 pp.68-74.
97 조사의 결과는 년 월 보고서로 완성되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수공산업 1955 11 . 

육성 실행계획과 진흥을 위한 전략적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암종, 「한국디자
인진흥 년사30 」, KIDP, 2002, pp.6-7.
98 허보윤, 『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미진사, , 2009, p.77.
99 최정원,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 pp.75-80.
100 김종균,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pp.239-243; 당시 와 스ICA

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간의 계약 내용에는 미국 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한국, , “
인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 대학에 공예 과정 설립과 운영 이 포함, ”
되어 있었다 최정원. ,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 p.76.
101 김종균,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p.239.



49

배만실 김익영 김영숙 이 유학을 떠났다, ( ) .102 

김정숙의 칠보공예 유학1-2) 

년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으로 처음 유학길에 오1958 ‘ ’ 

른 민철홍은 장발의 추천으로 선발된 서울대 출신의 교수요원이었으며 김, 

정숙은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과 크랜브룩 미술대학에서 수학을 마치고 귀

국하여 홍익대학교 조각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선발되었다 당(1955 57)  . –

시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은 전공 적합성보다 영어 구사 가‘ ’

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고 선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숙. 

은 이미 미국 유학생활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귀국한 상황이었(1917~1991)

으나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신설될 예정이었던 공예과의 학과장으, 

로 추천됨과 동시에 디자인 교수요원에 선발되어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되었

다.103

년부터 기술원조계획에 의해 기술 지원단이 한국에 와 있었고 그들은 “57 ICA 

상공부를 통해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각각 명씩 공예 방면의 발전을 위1

해 연수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해왔다 홍익대학에서는 마침 그때 공예. 

과를 신설하려던 참이었으나 갑자기 추천할 만큼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공예과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추천을 받게 됐다 추천을 받. 

은 후 나는 그들 기술지원단과 함께 남한 전역을 제주도까지 안내하며 돌ICA 

아다니기도 했다 그 때 서울대학에서는 민철홍씨가 추천이 됐었고 우리가 다. 

녀온 뒤에 배만실씨와 권순형씨가 기술원조계획에 의해 미국유학을 다녀왔ICA 

다 중략 클리블랜드에서는 전공인 산업디자인과 함께 칠보공예. ···( )··· 

102 김종균 과 박암종 등의 연구에서 년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 (2011) (2002) 1959 ICA 
을 떠난 인물이 권순형과 배만실 두 명뿐인 것으로 연구되어 있지만 후일 권순형, 

의 증언과 해당 년도 유학생들을 촬영한 단체 사진을 근거로 보아 김익영도 ICA , 

년도에 함께 유학을 떠났다1960 . 허보윤, 『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미진사 , 2009, 
pp.79-81.
103 김종균,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pp.2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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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종인 에나멜링을 부전공으로 택했다 덕분에 에나멜링 기법도 귀국 후 내. 

가 처음 국내에서 강의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년 월에 가서 만 년간 공. 58 8 1

부하고 온 나는 또 역시 그 값을 치르느라 년 년간 공예과에서 에나멜59 62 3∼

링 강의를 했다 물론 적은 조각과에 두고 조각 강의를 하면서. .”104

도판� 클리브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24]�

아트의� 금속공예실에서� 작업중인� 김정

숙 년�사이,� 1958-59 .
출처 반달처럼� 살다� 날개� 되어� 살아�( :� 『

간� 예술가 조각가� 김정숙의� 삶과� 예,�

술 ,� p.60.)�』

당시 선발된 해외 연수요원들은 본인들의 의지로 수업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예 시범소의 연구원들에 의해 짜여진 프로그램, 

대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105 연수 프로그램은 차후 이들이 귀국했  

을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보탬이 될 만

한 내용으로, 공예의 산업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106 김정숙은 년 1958

104 나의 유학시절 홍대 명예교수조각가 김정숙 매일경제 ‘ (235) ’, 1983.10.6.
105 년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클리브랜드 미술대학에 연수를 1959

떠났던 권순형에 따르면 학교에 도착했을 당시 수업스케줄이나 수강신청은 이미 , 
사무엘 셔가 모두 결정해서 처리한 상태였다고 한다. 허보윤, 『권순형과 한국현대

도예』, 미진사 , 2009, p.82. 
106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민철홍은 일리노이 공대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하
였고 김정숙은 클리브랜드 미술대학에서 산업디자인과 부전공으로 에나멜링 칠, (

보 를 전공한다 년 연수를 떠난 권순형은 클리블랜드 미술대학에서 그래픽) . 1959   

과 제품디자인을 전공하였다 특히 권순형은 정규수업 외에도 이브닝 클래스에서 . 
도자기를 배웠다 배만실은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섬유공예를 김익영은 뉴욕 . , 

알프레드 요업대학으로 연수를 떠나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이들은 이후 귀국하여. , 

서울대와 홍대 등 유수의 미술대학에 개설된 응용미술 혹은 공예 전공에서 연수 , 
내용을 강의하였고 이것이 곧 한국 미술대학의 초기 응용미술 교육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허보윤.  , 『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박암종pp.80-89; , 「한국 디자인 진흥 
년사30 」, KIDP, 2002, pp.6-7.

이들이 산업디자인과 함께 배워 공예의 기술 도자 에나멜링 텍스타일 은 당시 ( , , )

산업화의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한국의 실정에서 쉽게 산업화가 가능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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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클리브랜드 대학에서 만 년간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현지에서 8 1

부전공으로 칠보 에나멜링 를 수강하였다 김정숙의 연수기간 중 주목할 ( ) . 

부분은 그가 칠보를 배웠다는 점인데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미국에서는 칠보기법이 년대 후반부터 년대에 이르기까, 1930 1960

지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이미 년대부터 매우 대중적인 취미활동으, 1950

로 확산되고 있었다.107 김정숙이 연수를 떠난 클리브랜드 미술대학은 교 

수로 재직하던  칠보 공예가 Kenneth Bates의 활약으로 미국 내에서도 칠

보공예의 중심지였다.108 한국공예시범소의 총 책임자였던 사무엘 셔 

(Samuel Scherr 는 클리브랜드 미술대학 출신으로 이러한 정황에 대해 ) ,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칠보가 적은 비용의 기반시설을 통해 장. , 

차 산업화가 용이한 수공예 분야로 타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칠보는 취. 

미활동으로 널리 각광받을 만큼 기법이 비교적 단순하여 누구에게나 교육, 

이 용이했다 또한 같은 디자인의 사물을 한 번에 여러 개 제작할 수 있었. 

으며 갖춰야할 장비도 간단한 편이었다 칠보는 제품생산에 용이한 이와 , . 

같은 장점 때문에 한국과 같이 산업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충분히 시, 

도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생산기법이었다 실제로 공예 시범소가 한국에 . 

설립될 당시 이들이 미국에서 가져온 기자재 중에도 칠보 가마와 유약이 

포함되어 있었다.109 한국공예시범소가 운영될 당시 이 기자재를 사용하여  

칠보 상품을 제작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사전조사를 통해 한국, 

의 산업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공예시범소의 연구원들은 한국에서 칠

보를 시도하고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예 기술이었다 한국에 기본적인 산업생산의 조건들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 시. (

스템 디자이너 재료 등 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 , )

한국공예시범소의 연구원들은 교수요원들이 유학과정에서 산업디자인만 배우고 귀
국하였을 경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연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당장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예 기법들을 함께 배우도록 한 것이, 

다.   
107 Janet Koplos·Bruce Metcalf, 『Makers:A History of American Studio Craf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p.244.
108 Janet Koplos·Bruce Metcalf, 『Makers: A History of American Studio Craft』,
p.244.
109 김승희 인터뷰, 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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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은 연수기간 중 미국 칠보공예의 유행을 선도한 칠보공예가인 

에게서 에나멜링을 배우고 돌아왔고Kenneth Bates 110 이는 한국인 최초로 , 

미국의 정식 대학 제도 아래에서 에나멜링을 배운 경우에 해당한다.

김정숙의 칠보 교육과 작업1-3) 

김정숙은 년 년의 신문 대담기사를 통해 국내에서 전혀 1981 , 1983 , “

안 하던 생소한 분야 고생 산업공예는 기질상 내키지 않았지만”, “ ”, “ ”  

등과 같은 증언으로111 해외연수의 경험을 묘사했다 .112 년이라는 디자인  1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짧은 연수기간 중 그가 산업디자인을 주전

공으로 에나멜링을 부전공으로 수학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칠보공예를 , 

깊이 있게 배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연수의 내용이 그간 김정. 

숙이 지속해 온 전공인 조각과는 크게 관련 없는 분야라는 점에서 공적인 , 

책임감 이상으로113 흥미를 붙인다거나 장차 연구를 지속할 의지가 없었던  

점도 한계로 작용하였다 김정숙은 본래 공예가 아닌 조각을 본업으로 하. 

던 작가였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계속 홍익대학교의 조각과에 남은 채, 

년부터 년까지 년간 공예과에서 에나멜링 칠보 강의를 하는 1969 1961 3 ‘ ( )’ 

것으로 연수프로그램의 성과를 마무리한다.114 홍익대학교에서 진행된 김 

110 장동광, 「불과 색채의 예술 그 변주성의 미학, 」, <제 회 사단법인 한국칠보30

공예디자인협회전 도록 김정숙 한국칠보공예가회 창립전 도록의 전시 > , 2012; , < > 

서문, 1983. 
111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김정숙 두 번째 미국유학 동아일보‘ (201) ’, , 

1981.10.20.
112 김종균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p.241.「 」
113 미국 원조로 이루어진 나의 두 번째 유학은 공적인 성격이 짙었다 왜냐“ ICA . 
하면 나는 이제나 저제나 조각하는 사람일 뿐 산업공예는 기질상 내키지 않았지, 

만 홍익대에서 앞으로 과를 신설하는데 있어 길잡이가 되기 위해 파견되었기 때문
이다.”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김정숙 두 번째 미국유학‘ (201) ’, 동아일

보, 1981.10.20.
114 나의 유학시절 홍대 명예교수 조각가 김정숙 매일경제 ‘ (235) ’, 1983.10.6.



53

정숙의 칠보 강의는 한국의 대학 제도 아래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칠보  

교육으로 여겨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으며 내용 역시 전문적이기는 어

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115 김정숙은 클리브랜드 유학 기간 교류하게 된  

공예가 유강렬을 홍익대학교에 소개하고,116 이를 계기로 유강렬은 홍익대 

학교 공예과 과장으로 부임하여 공예과의 기틀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김정숙이 귀국 이후 칠보 작업에서 아예 손을 떼버린 것은 아

니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배워 온 새로운 기술과 기법들을 전달하는 . 

사람이라는 의지가 강했다 년 열렸던 김정숙의 개인전에서 그가 조각 . 1962

작품뿐 아니라 칠보 작업을 함께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도판 를 살펴보면 그는 이 개인전에서 클리브랜드 미술대학. [ 25] , 

에서의 연수 시절 제작한 실용적인 그릇 형태의 칠보를 예술작품으로 인식

하고 이를 전시하였다 또한 도판 에서도 확연히 김정숙이 칠보기법, . [ 26]

을 자신의 예술작품에 활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숙은 말년에 들어 년 이방자 여사가 시작한 칠보공예작가, 1983 ‘

회 의 기틀을 잡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년에서 년까지 칠’ 1983 1987

보공예작가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에도 칠보공예작가회의 고문과 이. 

사직을 담당하고 년도까지 매해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칠보공예작가, 1990 . 

회의 작가들은 그 당시 칠보기법을 활용하여 작업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

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회와 회 구성원은 홍익대학교 출신의 작가 비율. , 1 2

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아마 김정숙이 초대 회장으로 모임을 이끌었던 ,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년대 이후 훙익대학교의 석사과정 . 1970

졸업 논문 중에서 칠보를 주제로 삼은 논문들이 타대에 비해 다수 발견되

는데 이 역시 김정숙의 직간접적인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 

115 김정숙이 칠보 기법을 배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용이 전문적이기 어려웠다 
기보다는 당시의 미술대학교들은 학생들의 실습이 가능할 정도로 학교마다 기자, 

재가 확보된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칠보는 생소한 기법이었으므로 칠보 가마와 . 

유약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116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김정숙 두번째 미국유학 동아일보‘ , (201) - ’, , 

198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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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김정숙의�개인전 신문회관 출처대한뉴스� 제� 호[ 25]� ,� ,� 1962.9.15-24,� ( : KC� 384 ,1962.9.30)

좌 김정숙이� 자신의�조각�작품을� 회전하는�좌대� 위에�놓고�설명하고�있는�모습( )�

우 김정숙의� 개인전�전경( )�

좌 칠보기법을� 이용한�김정숙의�금속�그릇( )�

우 김정숙의� 작품들�중�커틀러리와� 금속�기물� 등이�포함되어�있는� 모습( )�

 

 

도판� 김정숙 전복껍질 적동에� 칠보[ 26]� ,� ,� ,�

29.5x38.5x10.8cm,
년대 국립현대미술관�소장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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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칠보 연구와 교육2) 

년 월 폐소된 한국공예시범소의 기자재들은 년 서울대학교 1960 1 1963

미술대학 실습장으로 이관된다 이 설비들은 라는 미국의 금속. ‘All Craft’

공예 기자재회사의 제품이었으며 그 중에 칠보 가마와 유약이 포함되어 있

었다 공예 시범소의 기자재들이 서울대학교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실제로 학생이 사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년대 초까지도 미술대학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작업물을 만들 수 1970

있는 여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또한 제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력. 

을 갖춘 교수진이나 강사진도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초기 한국 미술대. , 

학 응용미술학과에서의 교육은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는 실습중심의 공예교

육이 아니라 책상에서 도안을 그려내는 것에 집중되었다.117 년대까지  1960

응용미술과의 선생과 학생들은 자신의 도안을 학교 외부의 공예사나 공장

에 들고 가서 제작을 맡겼다 이렇게 제작된 공예품은 발주공예로 불린다. . 

발주공예에서는 작가가 실제로 제작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안, 

을 잘 그려서 제작업체에 들고 가기만 하면 되었다.118 이렇듯 대학에서  

실제 제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예시범소에서 이관된 기자재

들은 이후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인물들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전까지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학교에 보관되고 있었다.

117 김종균, 「한국디자인공모전의 태동과 역할 상공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 『디자

인학연구28』, 한국디자인학회, 2015, pp.212-213.
118 정시화, 「 년대 공예의 형상성1950~70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 (Vol.18 

No.1)』, 허보윤 1995, p.43; , 「 년대의 현대공예 교육과 그 영향1960-90 」, 『조형 아_

카이브』 제 호5 , 2013,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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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한국공예시범소에서� 사용했[ 27]�

던� 칠보전기로와� 칠보유약들 서울대�,�
금속공예전공�소장,� 2003�

출처( : 유리지� 금속공예� 년의� 여40『 –�
정』� )119

강찬균 은 공예시범소에서 서울대학교로 기자재가 이관될 당 (1938~)

시 실제로 그 기자재를 운반하였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강찬균은 서울, . 

대학교 응용미술과 재학시절 유일하게 실물 제작을 진행했던 백태원, 120의 

수업을 들으며 실기 작업에 흥미를 갖게 된다 그는 년부터 서울대학. 1967

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실습장에 있는 설비들을 비

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찬균은 인터뷰에서 도판 의 상. [ 28]

단부 금속부분에 사용된 칠보를 그 당시 공예시범소에서 이관된 기자재들

을 활용하여 스스로 제작하였다고 언급했다 작품의 하단부 대리석 부분은 . 

석공을 고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상단부 금속 뚜껑 부분은 외부의 주물공방, 

을 통해 여러 개 제작하여 그 위에 칠보를 실험했다고 한다 당시 강찬균. 

은 칠보의 기법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121 

119 해당 칠보 기자재는 이후 강찬균이 연구실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년 그가 정년퇴임할 당시 기자재가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유리지에게 전2003
달하였다 강찬균 인터뷰. , 2016.8.22.
120 백태원은 일제시대 관립 공예학교와 중앙시험소를 거치며 칠기 기술을 익혔다. 

이후 선전과 국전을 통해 엘리트 자격을 부여받고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 출강
하며 해방 후 한국 현대공예계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백태원의 장인이자 유명한 . 

칠기장이던 김진갑이 운영하던 신성공예사는 발주공예품을 제작해주는 대표적인 

가게로 당시의 응용미술 교육이 산출한 도안을 실물로 제작해 주는 일을 담당하, 
기도 했다 허보윤. , 『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미진사, , 2009,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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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강찬균 정 대리석 적동 칠보[ 28]� ,� ‘ ’,� ,� ,� ,� 51x10x14cm,� 1967

년�국전에서�특선/1967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지의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칠보공예였다는 ,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유리지 는 년 서울대학교 미. (1945~2013) 1968

술대학에 금속공예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는 해에 입학하여 년, 1970 , 

「 에 관한 소고Enamelling 」라는 논문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는다 유리지. 

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공예미술전공 석사과정이 신설된 뒤 

석사 학위를 받은 제 회 졸업생이었다 그러한 논문의 주제로 칠보에 관1 . 

한 상세한 기법을 기술하는 내용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당시 칠보가 이목을 

끌 만한 연구 주제로 적합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 

있는 기법이었음에도 국내 자료 및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 있다.122 또한 유리지는 년 대명광업 귀금속가공부 디자이 1969

너로 채용되어 약 년간 장신구 은기 칠보공예제품의 디자인을 담당하게 1 , , 

되는데,123 이 과정에서 그는 칠보제품들을 보고 이를 직접 디자인하면서  , 

칠보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121 강찬균 인터뷰, 2016.8.22.
122 논문의 도입부에서 유리지는 최근 에나멜링이 예술작품에서 나아가 단순한 가

정집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응용되고 있다고 밝힌다 유리지. , 「 에 관한 Enamelling

소고」, p.5.
123 장동광, 「삶의 의식에 대한 경계 없는 사유」, 『유리지 금속공예 년의 여정40– 』, 
나비장, 2010,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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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의 논문은 에나멜링 기법의 기본적인 기법들을 순차적으로 설명

해주는 설명서에 가깝다 유리지는 이 논문을 작성하며 대부분 년에서 . 1950

년 사이 미국에서 출판된 에나멜링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였는데 이로 1970 , 

인해 논문의 칠보 관련 주요 전문용어들이 모두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그. 

는 논문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 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와의 서한 

교류 및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124 유리지는 실제로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칠보 가마를 가지 

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칠보 실험을 진행하였다.125 이 외에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구내에 위치한 한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근무하던 김

기련과의 교류를 통해 논문 연구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26 

앞서 말했듯이 김기련은 일찍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 금속공예 특히 , , 

그 중에서도 칠보기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돌아왔으며 당시 서울대학교 , 

미술대학과 마당을 공유한 부지에 위치한 한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근무하

고 있었다 그는 주된 업무였던 상품의 연구 개발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 , 

상으로 칠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 칠보강습을 여러 차례 시연

하였다 강찬균에 따르면 당시 금속공예과 학생들은 종종 수출디자인센터. , 

로 김기련을 찾아가 칠보강습을 관람하거나 칠보에 관한 질문을 하곤 했, 

다고 한다.127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유리지는 년 김기련이 칠보예 1972

술동인회를 꾸릴 때 초창기 구성원으로 동인회에 참여하고 년 칠보예1973

술동인회 창립전에 출품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리지가 석사 논문을 쓸 당시에 공예과의 작업 결과물은 학생

이 실제로 제작하기보다 발주공예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대다수였다 유. 

리지의 년 석사논문의 연구작품으로 제작된 칠보공예품 역시 발주공예1970

품으로 제작된 것이다 도판 유리지는 석사를 마치고 년까지 약 .[ 29] 1973 3

124 유리지, 「Enamelling에 관한 소고」, p.65.
125 년 장동광이 유리지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유리지는 지인의 집 실내2009 , 

장식을 의뢰받으면서 칠보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칠보 전기가마를 구입하여 
칠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장동광, 「삶의 의식에 대한 경계 없는 

사유」, p.138, p.150.
126 강찬균 인터뷰, 2016.8.22.
127 당시 미대 실습장 조교로 재직하던 강찬균에 의하면 유리지는 김기련과 교류, 
하며 칠보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강찬균 인터뷰. , 20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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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서울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수업을 맡게 되는데 이 시기, 

에도 실제 제작을 위한 기법이 교육된 것은 아니었다.128

 

도판� 유리지 줄무늬접시 동 칠보[ 29]� ,� ,� ,� ,�

340x75x32mm,� 1970
출처치우금속공예관( : )

도판� 유리지 과반 동 칠보[ 30]� ,� ,� ,� ,

280x280x50mm,� 1972�

출처 치우금속공예관( : )

한편 서울대학교 금속공예전공에서 최초로 칠보 수업을 했던 사람은 , 

김승희 로 알려져 있다 김승희는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재학당(1947~) . 

시 년 국전에서 칠보 기법을 포함한 작품으로 입선한다 김승희가 서, 1968 . 

128 유리지의 수업 내용은 강찬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강찬균 인 . 

터뷰, 2016.8.22.
이후 유리지는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년 유학길에 올라 미국의 템플대1974 , 

학교에서 미술대학 석사과정을 밟고 년 귀국한다 실습 설비와 재료가 턱없이 1976 . 

부족하였고 기술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발주공예로 대부분 공예 작품을 , 
제작하던 분위기에서 공부했던 그는 미국에서는 공예 작업을 모두 작가 스스로가 , 

직접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금속공예 기법을 . 

기초부터 배웠다 이후 귀국하여 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금속공예전공 교수. 1981
로 임용되어 금속공예 강의를 한다 이주현. , 「금속공예의 이론과 실제」, 『유리지 

현대금속공예 아카이브』 유리지공예관, , 2016,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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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에서 학부를 다니던 시절 에는 학교에 칠보 기법을 가(1965~1969)

르쳐주는 강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칠보 기법 역시 발, 

주공예로 제작되었다 그는 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 1969

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년 인디애나 대학교 미술대학원에, 1973

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한다 년부터 김승희는 서울대학교에서 시간. 1974

강사로 재직하며 강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유학기간 중 우연히 한국공예시. 

범소에 근무했던 매리 앤 셔(Marry Ann Sherr 를 만난 김승희는 그로부)

터 한국공예시범소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이관된 기자재들 중에 칠

보 설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승희는 이후 한국에 돌. 

아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실습장에서 공예시범소에서 이관된 ‘All Craft’

사의 기자재를 발견한다 공예시범소에서 이관된 기자재 및 유약들은 그 . 

시점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129 김승희는  

이 설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배워 온 칠보 기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이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최초의 칠보 강의였다 이 시기 김승희에게 칠보를 . 

배워 현재까지 칠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로 배창숙이있다.

강찬균은 두 번의 이탈리아 유학을 거치며 금속공예과 교과과정의 계

획을 세웠고 이것이 서울대학교 금속공예과 학부 교과과정의 기본 뼈대가 , 

되었다 강찬균은 년 제 회 상공미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966 1 , 1969

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의 전임교수로 임명된다 뒤이어 그는 년에 . 1971

만 년간 이탈리아로 석공예 연수를 떠난다1 .130 그는 연수기간 중 석공예 

보다는 금속공예에 큰 관심을 두고 여러 소규모 공방을 전전하며 금속공예 

기법을 공부한다 그리고 이 연수를 통해 배워 온 금속공예 기법을 활용하. 

여 년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한 태릉의 공과대학 교양학부 건물에, 1973

서 처음으로 금속공예 실기수업이 시작된다 그 시점에 유학을 떠났던 김. 

승희가 귀국하고 년 몇 년 뒤 유리지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1973 ), 

다 년 강찬균은 미국의 엘리트 아카데미 공예 교육을 받고 돌아온 .(1976 ) 

129 김승희 인터뷰, 2016.5.6.
130 당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공문을 보내어 석공예 보수 ,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렸다 강찬균은 당시 이 장. 
학금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이탈리아에서 년간 석공예 보수 연수 과정을 마치고 1

귀국한다. 강찬균 인터뷰 , 20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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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제작능력에 감탄하여 공예교육에 보다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실기교 

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년 두 번째 이탈리아 유학길에 오른다, 1977 .131 일  

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치고 귀국한 그는 그간 실습했던 내용을 「금속공예 

기초학년을 위한 기법별 샘플 제작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학술지인 조형지에 기고하고,132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금속공예 

실기교육의 교과과정을 구성한다 칠보기법도 이 과정에서 비로소 정규수. 

업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된다.133  

 

 

[도판� 강찬균 금속공예� 기초학31]� ,� 「

년을� 위한� 기법별� 샘플� 제작연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조형 제� 호; ( 3 ) ,�『 』

1979

131 강찬균은 이탈리아 정부 장학금으로 피렌체의 마지스테로 다르테(Magistero 
에서 금속공예 기법을 수학한다 해당 학교에서 그는 년간의 과정을 년 D’arte) . 2 1

안에 끝내고 돌아오며 강찬균이 당시 수학한 내용은 이후 서울대학교 금속공예과, 
의 기초과정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강찬균 인터뷰. , 2016.8.22
132 강찬균, 「금속공예 기초학년을 위한 기법별 샘플 제작연구」,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조형 제 호; ( 3 )』, 1979.12, pp.53-76.
133 강찬균 인터뷰, 20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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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련과 연세대학교 가정대학3) 
 

 

김기련은 연세대학교 가정대학에서 년부터 시간강사로 부임하여 1969

장식공예 색채 및 구성 의장학 및 실험 실습 등을 담당하다 년부터 , , , 1976

연세대학교 가정대학과의 주생활과 교수로 임용된다 당시 칠보 작가로 활. 

동하며 개인 공방과 갤러리를 운영하던 그가 미술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 

않은 연세대학교의 가정대학 교수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다소 의아

하다 그러나 김기련은 당시 드물게 독일에서 금속공예 및 실내장식 등을 . 

배우고 돌아 온 인물로 가정대학에서 금속공예나 칠보 뿐 아니라 실내디, 

자인과 관련한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연세대학교의 . 『가정대학 

년사20 』에서는 년대에 들어 가정대학 주생활과는 전임교수인 윤복자1970 , 

지순 김기련에 의하여 새로운 학풍과 교과과정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 , 

주생활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기련. 

은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간의 칠보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칠보예‘
술 이라는 저서를 탈고하였으나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출판되지는 못했’ , 

다.134

김기련이 연세대학교 가정대학에서 교수로 재임하던 기간은 년부1976

터 사망 시점인 년까지였다 그 기간에 연세대에서 김기련의 지도 하1982 . 

에 칠보를 주제로 쓴 석사 논문으로 년 박선희의 1978 「칠보에 관한 연구 : 

동칠보의 부착력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 외에도 연세대학교 주생활과를 . 

졸업한 김영희가 칠보의 기법과 간략한 내용을 다룬 『칠보공예』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김영희는 이방자여사가 년 창립한 칠보공예작가회의 제 , 1983

회전부터 년 제 회전까지 매년 전시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 외에 1 1996 14 . 

김기련이 연세대학교에서 칠보를 가르쳤던 다른 학생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가정대학 내에서 칠보와 같은 공예 실기 . , 

교육이 이뤄지기에는 교과 과정이나 기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김기련의 뒤를 이어 칠보를 가르칠 선생도 마땅치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 

김기련 이후로 칠보 교육은 연세대에서 지속되지 못했다. 

 

134 연세대학교가정대학이십년사편찬위원회, 『가정대학이십년사』 서울 연세대학교, :

가정대학, 1984,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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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김기련 과기 적동에�[ 32]� ,� ,�

칠보,� 187x187x60mm,� 1977

도판� 김기련 제기 적동에�[ 33]� ,� ,�

칠보,� 242x242x63mm,�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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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칠보 교육이 여러 대학 내에서 시도되었으나 칠보가 대학 교, 

과과정에서 교육된 시기와 내용은 학교마다 상이하였다 가령 홍익대학교. 

에서는 기자재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년 년이라는 매1959 ~1962

우 이른 시기에 칠보교육이 일시적으로 실행되었고 서울대학교는 년, 1963

부터 칠보 기자재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인력의 부재로 년에 들어서야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세1974 . 

대학교의 경우 미술대학이 아닌 주생활과에서 칠보수업이 진행되었기 때, 

문에 여타 대학과는 다른 칠보 작업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으나 칠보 

강의를 담당했던 김기련이 애석하게도 젊은 나이에 급서하면서 그의 교육 

방침이 계승되지 못하였다. 

대학 교육에서 칠보 공예가 교과과정에 정착된 것은 발주공예에서 실

기교육으로 대학의 교육 방식에 큰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년대 . 1970

중후반에 이르러 해외에서 공예 실기교육을 배우고 돌아온 인물들이 대학, 

에서 교강사로 자리잡게 되면서 대학 교육이 기법 교육 중심으로 바뀌게 , 

되고 그 가운데 칠보 역시 독립된 교과목으로 교육되었다 당시 해외에서 , . 

공예를 유학하고 돌아온 인물들은 스스로 자신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

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으며 이러한 엘리트 의식은 예술가의 자의식으로 , 

이어졌다 또한 미술 대학에서 이들로부터 미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 역시 . 

스스로를 작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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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를 예술로 접근한 공예가 및 작가 년대  2-2. (1960

년대~ 1970 )

 

칠보작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칠보를 예술로서 활

용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르게는 년대 초반부터 칠보로 . 1960

작업을 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년대에 이르러 한국칠보공, 1980

예가회의 창립으로 인해 여러 작가들의 활동이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 

년대부터 년대 사이에 처음으로 칠보 작업을 예술로 인식하고 작1960 1970

품활동을 펼쳤던 인물들을 꼽아보고자 한다 이 시기 작가들은 이른 시기.  

에 해외에서 전문적으로 칠보를 배워 온 인물들 김정숙 김기련 도 있었지( , )

만 미술대학 출신으로 취미로 칠보를 배우다가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시, 

킨 인물 김우혜 혹은 회화 등 다른 분야에서 작가활동을 하다가 칠보라( ), 

는 새로운 기법의 등장을 자신의 작업에 실험해 보고 싶었던 인물들 김우(

창 김영재 등이 있다, ) . 

김정숙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 미국의 저명한 칠보 공예가 , Kenneth 

에게 칠보를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 칠보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한Bates

국칠보공예작가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칠보를 예술로 인지하고 작

품을 제작한 바 있다 이후 김정숙은 칠보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을 종종 . 

선보였는데 그가 칠보에 대해 보인 관심은 조각의 연장이라기보다는 평면, 

회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여겨진다 김정숙은 주로 적동 그릇 위에 칠. 

보를 작업했으며 강한 원색계열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는 작업에, . 

서 안료를 뿌리거나 섞이게 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우연적인 효과를 보여

주면서 추상표현주의 계열 회화 풍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135 이후 김정숙 

은 한국칠보공예가회 의 회장을 역임하며 칠보작품을 이어간다‘ ’ . 

이방자는 칠보를 한국에 들여온 주요 인물들 김기련 김정숙 과 달리 ( , )

135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김정숙의 전복껍질 에 관한 설명에서 발췌‘ ’ .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menuId=2000000000&
wrkMngNo=CR-04450 이 외에도 부록의 참고도판 에서 칠보 회화 작업을 추구[ 2]

한 김정숙의 작업 경향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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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칠보를 배운 것은 아니었다 황족 출신으로서의 삶에 집중하던 . 

그는 년대 중반 경 일본여자미술대학 출신의 쓰에마쓰 사다코1950 (末松貞

로부터 칠보공예를 배워 취미활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취미) . 子

에 그치지 않고 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칠보를 배웠고 여러 칠보 작가10 , 

들과 긴밀하게 교류하여 전시활동을 펼치면서 칠보의 예술적 차원을 인식

하게 된다 가령 이방자에게 칠보를 가르쳤던 이는 일본여자미술대학 출. , 

신의 인물이었고 한국에서의 칠보 활동을 함께 한 인물 중 김정숙과 신권, 

희 등은 각기 미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작가였다 이방자는 칠보 작. 

업을 하면서 총 세 번의 모임 혹은 기관 을 결성하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 )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이방자가 년 결성한 칠보연구회 는 . 1957 ‘ ’

일본에서 함께 칠보를 배우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매우 기초적인 취미. 

칠보에서 시작하였으나 여년간 지속되면서 전시를 하거나 바자회를 개최10

하는 등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한국. 

에 정착하게 된 이방자는 년 낙선재에 서울칠보연구소를 개소하고 취1966

미칠보를 보급한다 서울칠보연구소는 당시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던 칠보. 

전문교육소로 칠보 작업에 관심이 있는 인물들이 모여 서울칠보연구소를 , 

통해 교류하기도 하였다 이방자는 한국에서의 자선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 

칠보작품을 만들고 바자회를 열었는데 당시 이방자가 자선사업 모금을 위, 

해 제작했던 칠보 작업들은 일상성이나 실용성이 있는 형태의 상품이라기

보다는 예술작품에 가까웠다 도판 참고도판 이방자는 년 한.[ 41], [ 3] 1983 ‘

국칠보공예작가회 라는 세 번째 칠보 모임을 만드는데 이는 이전의 두 모’ , 

임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이었으며 전문적으로 칠보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결성한 협회였다 이방자는 스스로를 칠보예술가라고 . 

정의했다기보다는 칠보 기법이 취미부터 예술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활용의 

범위가 넓으며 이를 모두 거치는 과정을 통해 취미칠보와 예술칠보를 다, 

르게 인식하고 구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예술로서의 칠보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인 최초의 인물은 누구보

다도 김기련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련은 상품칠보를 제작하기 이전에 밑. 

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동판에 회화를 그려낸 것 같은 칠보작

업을 했다고 한다 김기련의 작품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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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공예라기보다는 회화에 가까웠으며 동판의 두께도 작품의 크기, 

도 남달랐다 예를 들어 전체 크기가 몇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벽걸이나 . , 

병풍 같은 작업들도 있었다고 한다.136 김기련은 독일에서 금속공예와 칠 

보를 유학한 뒤 대한민국관광민예품공모전 국무총리상 프랑스 리모쥬국, , 

제비엔날레 금상 힌국미술협회전 예총회장상 리모쥬국제비엔날레 최고상, , 

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작가였다.137 김기련은 수출디자 

인센터와 디자인포장센터에 재직할 당시에도 본인의 수출품을 개인전 의 ‘ ’

형식을 통해 일반에 선보였는데 이로써 그의 칠보 작업과 금속공예에 대, 

한 작가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김기련은 이후 칠보 작업을 하는 몇몇 작. 

가들을 모아 칠보예술동인회 를 결성하고 년과 년 총 회의 전‘ ’ , 1973 1974 2 

시를 꾸렸다 또한 공예 전문 화랑을 표방한 도라장 을 열어 칠보예술의 . ‘ ’

활성화를 돕고 저변을 넓히고자 하였다.  

김우혜는 일본 중앙미술학원 서양화과를 수료한 미술학도였다 그는 . 

대학에서 금속공예나 칠보를 전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부터 이방, 

자와 함께 자선사업을 하고 나아가 이방자가 일본에서 결성한 취미칠보연, 

구회에서 활동하며 칠보를 배우게 된다 그는 이후 칠보에 흥미를 붙여 작. 

품 활동 대부분을 칠보로 이어갔다 일본인인 그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 

수로 재직했던 김창억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이방자와 비, 

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와 낙선재에서 칠보를 배우고 기법을 숙달하자 칠

보를 직접 가르쳤다 당시 서울칠보연구소에서는 칠보를 함께 연구하는 칠. 

보동우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하는 등 칠보 연구에 열의가 있는 인물이 많았

으나 김우혜는 그 중에서도 드물게 다수의 개인전 총 회 을 열며 작가활( 7 )

동을 지속했던 인물이다 이후 이방자가 한국칠보공예작가회를 설립할 때 . 

초창기 멤버로 참여하였으며 년 회전부터 년 회전까지 매회 , 1983 1 1998 16

작품을 출품하며 작가 활동을 이어갔다 김우혜는 년 김창억과 함께 . 1970

부부 합동 전시 국립공보관 를 열기도 하였는데 이 전시( , 1970.10.24~28) , 

에서 김창억의 회화 스케치를 칠보로 완성하는 합동 작업을 보이기도 했

다 이후 김우혜는 신세계 미도파 등의 백화점에서 김우혜 칠보소품전. , < >

136 김선봉 인터뷰 변성준 인터뷰 강찬균 인터뷰, 2016.4.26; , 2016.5.3; , 

2016.8.22. 
137 훈정칠보 연구회 신세계화랑 칠보공예작품전 개최 동아일보 ‘ , ’, , 197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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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수 개최하였고 매 전시마다 여점 이상의 작품을 내 놓는 등 방대, 60

한 작업량을 보였다.138 김우혜가 열었던 작품전은 소품전 이라는 제목으 ‘ ’

로 소개되었지만 김우혜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를 작가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칠보연구를 지속하며 자신의 호인 훈. ‘

정 을 따서 년 훈정칠보연구회 라는 동인회를 결성했다’ 1971 ‘ ’ .139 이 연구회 

의 경우 결성 뒤 초창기 한 회의 전시만을 선보이고 그 이후에는 연구회 , 

구성원의 대부분이 김우혜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적, 

이고 취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논할 칠보 동인회 부분에

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시를 여는 것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 

가족과 친지에게도 칠보 작업을 권유하여 이들과 함께 칠보작업을 이어나

갔다 김우혜의 두 딸 중 둘째인 김화숙은 현재 칠보작가로 활동하고 있. 

다.

이 외에도 영남대학교 회화과 교수이자 서양화가로 활동했던 김영재, 

가 년 도라장에서 칠보 회화전을 열었다 그는 해당 전시를 일반적으1971 . “

로 공예에 예속된 것으로 생각되는 칠보를 회화의 기법으로 다루어 새로운 

회화성을 부여해 보고 싶었다 고 설명한다 도판 .” .[ 30]140 그는 이 전시에

서 여점의 칠보회화작업을 선보였고 도라장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20 , 1972

년 김기련의 칠보예술동인회에 참여하여 년 칠보 작업으로 다시 한 번 1973

전시를 연다 그러나 이후에는 더 이상 칠보작업을 지속하지 않은 탓에 그. 

의 칠보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김영재는 서양화가. 

로 현재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38 신세계화랑서 김우혜씨 칠보전 동아일보‘ ’, , 1973.8.30.
139 김우혜의 훈정칠보연구회 는 년 결성되어 년 신세계화랑에서 첫 전< > 1971 , 1972
시회를 갖는다 첫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은 김우혜 김태영 방정옥 이재향 이. , , , , 

정지 이정희 최정자의 명으로 구성되었다, , 7 . 

훈정칠보 연구회 신세계화랑 칠보공예작품전 개최 동아일보‘ , ’, , 1972.12.21.
140 우리나라 최초의 칠보 회화전 중앙일보‘ ’, , 19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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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김영재� 칠보회화전[ 34]� ‘ ,�

일 일간� 도라장� 화랑 동아5 ~11 ’,�
일보� 1971.7.7.�

김영재의� 칠보� 작품에� 관한� 기/�
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신문기사에� 나타

난� 작은� 사진으로� 그의� 칠보� 회

화� 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

사에� 사용된� 작품은� 김영재의�

겨울산 이다‘ ’ .�

국내 칠보 유약 생산자이자 연구가였던 김선봉은 유약을 생산하는 것

에서 그치지 않고 칠보 작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작품 활동을 시, 

작한다 년대 초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신권희. 1970 , 

로부터 본격적으로 칠보공예 작업을 하려거든 대학에 가는 것(1937-1995)

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늦은 나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에 입학하여  , 

년 제 회 졸업생으로 졸업한다 이후 그는 칠보 작가로 활동하는데1976 2 . , 

자신이 개발한 유약을 사용하여 기존의 칠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판의 산

화피막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칠보를 올려 회화 느낌을 내는 작품을 선보

인다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년 프랑스 리모쥬 국제 칠보전에서 위. 1982 4

에 입상하였고 년 이방자가 창립한 한국칠보작가회에 창립 멤버로 작, 1983

품을 출품하고 전시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국칠보작가회에서 활

동하고 있다.141

141 김선봉 인터뷰,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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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김선봉 자연의	산하 적동에	[ 35]	 ,	 ,	
칠보,	185x185x310mm	

칠보를 예술 작업으로 여기고 활동했던 인물들 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

이 있는데 우선 이들은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았거나 대학에서 미술교, , 

육을 받은 인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활동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상태에서 칠보 작업을 시작했던 김선봉 역시 신권희의 권유에 따라 대

학 교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 교육을 통해 작가로서의 자아를 .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칠보기법 중에서도 주로 에. , 

나멜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비교적 회화와 (painted-enamel) .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한 에나멜 페인팅 기법을 선호한 점으로 미루

어보아 칠보를 사물제작이나 장식기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칠보의 회화적 

가능성에 접근하며 이를 하나의 예술적 표현 기법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

인다. 

년대 후반부터는 해외에서 금속공예를 유학하고 돌아오는 인물들1970

이 많아졌으며 국내 미술대학에 실기교육이 시행되고 석사과정이 자리잡, 

으며 전공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깊이 있는 작품 연구를 통해 칠보 작

업을 선보이는 작가군이 다양해진다 또한 년 등장한 칠보공예작가. 1983 ‘

회 는 칠보 작가들에게 작업 활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중’ , 

심으로 칠보 전시 및 작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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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작가 동인회 2-3. 

도라장과 칠보예술동인회1) 

 

          

김기련은 년 월에 서울의 관훈동에 동생 김순련과 함께 공예 전1971 1

문화랑인 도라장 을 개관한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도라장의 설립 ‘ ’ . , 

배경에 대해 김순련은 관훈동에 가게 터를 알아보고 건물을 짓고 나니 “ 20

여 평의 창 없는 방이 하나 남게 되어 이를 화랑으로 만들게 되었다 고 .”

설명한다 해당 건물의 층에는 김기련의 공예품을 항상 전시하고 판매하. 1

는 수출품직매소가 있었으며 층에는 김기련의 개인 작업실이 그리고 , 2 , 3

층에 도라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142 도라장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공예 

전문갤러리로 시작했으나 점차 공예뿐 아니라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 

갤러리로 자리잡게 된다 도라장은 개관 기념전시회로 김기련 칠보 작품. <

전 을 개최하고 이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며 년부터 년까지 약 > 1971 1975 4

년간 운영된다.  

김기련은 이 시기 김순련의 수출품직매소 에서 판매할 수출품이나  ‘ ’

칠보상품을 개발하면서도 여전히 예술 칠보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1970

년대 이후 칠보를 작업에 활용하는 작가들이 증가하였고 김기련은 도라장, 

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작가들 그리고 당시 교류하던 금속공예 작가, 

들143과 함께 년 칠보예술동인회를 꾸린다 칠보예술동인회는 우리나1972 . 

라에서 최초로 칠보 기법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들이 모인 예, 

술동인회였다 칠보예술동인회는 이듬해인 년 월 신세계 화랑에서 . 1973 3

제 인의 칠보공예가전 이라는 동인전을 연다 첫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7 > . 

142 도나장 개업한 김순연씨 싼값으로 누구에게나 화랑을 경향신문‘ , ’, , 1970.12.10.
143 김기련이 서울대학교 구내에 있던 한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근무했던 당시 한국
수출디자인센터의 건물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마당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

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고 유리지를 비롯한 응용미술과의 학생들이 김기련을 ,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칠보기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김기련은 이후 이 시. 
기에 교류했던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의 재학생들인 유리지 송광자 등과 함께 , 

칠보예술동인회를 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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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기련을 비롯하여 김영재 박정옥 송광자 유리지 이혜숙 최원정 , , , , , 

등 인이었다7 .144 이들 중 유리지와 송광자의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간강사로 서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었으며 이혜숙은 홍익대학, 

교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 야마가스 금속1968

회사와 칠보 유약 및 제품 생산으로 유명한 아오끼 메탈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년에 귀국하여 당해 월부터 금속공예연구소를 운영하며 홍익공1971 10

전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었다 김영재는 영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당시 . 

회화 작업을 주로 하던 서양화가였는데 칠보예술동인전에 회화 라는 주제‘ ’

로 참여하여 회화적인 칠보 작업을 선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최원정 박정. , 

옥은 이후의 활동상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 배경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당시 칠보예술동인회는 비단 공예계에 몸담고 있는 작가로, 

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칠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 

업을 하는 작가 김영재 도 구성원에 포함하였다 칠보예술동인회의 전시가 ( ) . 

여타 공예 전시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칠보작가회는 칠보라는 기법만을 , 

주제로 동인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작가별로 작품 경향이 매우 다양했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은 가령 김기련 일영창 김영재 회화. , ‘ - , - , 

박정옥 선 송광자 형태 유리지 빛 이혜숙 은 최원정 문양 하성숙 입- , - , - , - , - , -

자 등과 같이 각자 자신이 펼치고 있는 예술세계에 관한 키워드를 작품의 ’ 

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맞는 작업을 선보였다 이러한 전시기획을 통해 , . 

작가 개인들이 가진 예술가 의식이 매우 강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칠보예술동인회는 년 월 신세계 화랑에서 제 회 동인전을 개최한1974 6 2

다 제 회 동인전에 참여한 작가는 김기련 박정옥 이제숙 송광자였고. 2 , , , , 

회전과 마찬가지로 작가들마다 각기 작품의 주제를 갖고 전시에 참여하였1

다.145 그러나 김기련이 창립한 칠보예술동인회는 년과 년 두 번의 동 73 74

인전을 끝으로 더 이상 모임이 유지되지 않았다. 

144 칠보예술창립전 신세계화랑에서 매일경제‘ ’, , 1973.3.7.
145 일 신세계 칠보공예 인 전시회 동아일보‘11~16 4 ’, , 19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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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제 회�[ 36]� 1 <7

인의� 칠보공예가전>,�
신세계미술관,� 1973

년�

왼쪽부터� 유리지/ ,�

김세중�교수 김기련,�

 

도판� 제 회� 인의�칠보공예가전 신세계미술관 년�[ 37]� 1 <7 >,� ,� 1973

우측은� 유리지가� 출품한� 작품들의� 모습이다 유리지는� 이� 전시에� 화병과� 캔디볼 줄무늬� 접시/ .� ‘ ’,� ‘ ’
등을�출품하였다.

�

도판� 유리지 화병과� 캔[ 38]� ,�

디볼 은 칠보,� ,� ,�

화병:54x54x225mm,�
캔디볼:165x165x115mm,�

출처치우금속공예관1973.� ( : )

제� 회� 인의� 칠보공예가/ 1 <7

전 에� 출품한� 유리지의� 작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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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칠보공예가회2) 

 

칠보예술동인회 이후 또 하나의 칠보작가협회가 등장한다 년부터 . 1966

낙선재에 서울칠보연구소를 설립하고 칠보 작업을 가르쳐왔던 이방자는 뜻

이 맞는 인물들과 함께 년 한국칠보공예가회를 설립한다 한국칠보공1983 . 

예가회는 회장 김정숙 이사장 이방자를 필두로 년 창립과 함께 월 , 1983 4

신세계 화랑에서 창립전을 연다 당시 이들과 함께 창립전에 구성원으로 . 

참여한 인물은 김우혜 문순옥 신권희 허충회 고승관 강경희 최정자, , , , , , , 

이규현 김선봉 김영희 김화숙 총 명이었다 또한 창립전에서는 이후 , , , 13 . 

이어지는 다른 회차의 전시들과는 달리 일본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일본칠보작가협회의 아이타 히로노리( , 1905~1996會田裕宣 회장을 )

포함한 명의 회원들이었으며 이들의 찬조출품으로 전시는 국제 교류전25 , 

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146 

참여한 한국 작가 중 앞서 설명한 김정숙 김우혜 김선봉을 제외한 , , 

나머지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영희는 김기련 선생의 제자로 연세대학, 

교가정대학 출신으로 년 한림출판사를 통해 칠보공예 라는 책을 1982 , 『 』

출판한 바 있다 문순옥은 일본칠보작가협회에서 강사 인정서를 취득하고. , 

낙선재에서 이방자와 초창기부터 함께 칠보를 교육하는 등 낙선재 칠보 동

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신권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 

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기공업전문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이방자가 

한국에서 칠보를 보급하는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인물이다 신권희는 청. 

량리에서 유약을 개발하던 김선봉을 만나고 경기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것

을 권유하여 그를 제자로 삼아 교육한다 허충회는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 

공예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독의 국립 도자기학교를 수료하고 돌아온

다 국선 공예부 특선과 입선의 경력이 있으며 이후 요업개발공사에서 재. , 

직한다 고승관은 홍익대학교 공예과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금속공. 

예 작업을 이어가며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한다 최정자는 홍익대학교 응. 

146 장동광, 「불과 색채의 예술 그 변주성의 미학, 」, 제 회 사단법인 한국칠보< 30

공예디자인협회전 도록 서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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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술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의여자대학교 공예과의 교수로 재직한다. 

강경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전과 산

업미전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공예가로 활동한다 이규현은 오스트리아 빈 . 

국립미술대학 대학원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출강, 

한다 김화숙은 홍익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뒤 아라공방을 운영한다. . 

제 회 전시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그 면면이 다양한데 대부분 1

공통적으로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금속공예를 전. 

공한 후 칠보작업을 하는 인물들이 대다수이지만 김우혜 문순옥과 같이 , , , 

취미로 칠보를 배우다가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된 이들도 있다 여기서 김. 

기련의 칠보예술동인회와 이방자의 칠보공예작가회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칠보예술동인회는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배웠거나 현역에서 작가로 활동하

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동인회를 꾸렸던 반면 이방자의 경우 미, 

술대학 출신으로 혹은 미술계에 이미 데뷔한 사람뿐 아니라 아마추어로 , 

시작했어도 작업의 숙련도에 따라 상관없이 작가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

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속공예가 아닌 도자공예를 전공한 인물인 허충. 

회는 제 회 전시회에 도자칠보기법 을 활용한 도자공예 작품을 선보였는, 1 ‘ ’

데 참고도판 ,[ 8] 그가 이후에도 회전부터 회전까지 한국칠보공예작가회 1 7

활동을 하고 전시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반드시 금속을 사용한 칠보기법

만 칠보공예로 여겼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칠보공예작가회는 . 

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로 이름을 개칭하2010

고 지속적으로 신입 회원을 받으며 현재까지 매년 정기 전시를 개최하는 , 

등 예술로서의 칠보를 선보이는 장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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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한국칠보공예가회�창립전의� 도록[ 39]� 147

출처김미연� 개인소장( : )

예술로서 칠보를 인식하고 작품 활동을 벌였던 인물들은 대부분 금속

공예나 미술을 대학에서 배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칠보를 . 

작업의 주된 기법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모두 다르지만 대학에서의 교, 

육이 이들에게 작가로서의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후 동인회 활동을 하면서, 

도 그러한 인식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칠보 작가의 수가 많지는 않. 

지만 이들은 서로 동인회를 결성하여 함께 전시를 선보이는 것으로 그 존, 

재를 꾸준히 알렸다 그 결과 현재 한국칠보공예작가회는 약 년의 연혁. , 33

을 가지고 협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칠보공예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교류, 

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칠보의 유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그라들. , 

면서 칠보 작업을 하는 작가의 수나 칠보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의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47 해당 도록의 세부 내용과 한국 작가들의 출품작 이미지는 본 논문의 맨 뒤에 
실려 있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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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서의 칠보3. 

 

취미 차원의 칠보는 이방자가 년부터 낙선재에서 부녀자를 대상으1964

로 칠보를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칠보가 한국에 처음 도입되. 

었던 년대 중반에는 국내에 칠보 유약이나 재료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1960

이 많았지만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국산 칠보 유약이 개발되어 재, 1970

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칠보는 년대에 들어 취미공예로 . 1970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되기 시작하고 점차 보편적인 취미활동으로 자리 잡

게 된다 년 중앙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해당 시기 칠보를 배우고 . 1970 “

있는 사람은 약 백여명 정도며 이미 기술을 습득한 이들도 삼사백명 정도, 

인 것 으로 보고 있었다” .148 년부터 김기련도 도라장을 통해 일반인에 1972

게 칠보 강습을 시작하였고 이후 낙선재와 도라장에서 칠보를 배운 사람, 

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자신의 칠보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문화센터나 백화

점 등에 칠보 강좌를 개설하면서 더욱 많은 인구가 칠보공예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년대가 되자 전국에 칠보를 교육하는 공예학원이 . 1980 , 

이미 널리 개설되었으며 대부분의 백화점과 문화센터 여성회관에서도 칠, 

보를 가르치는 등 칠보가 대중화되었다 즉 칠보가 주부들 사이에서 보편. , 

적인 취미 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149 

낙선재의 서울칠보연구소 3.1 

년 월 일 영친왕 과 그 부인 이방자 가 1963 11 22 , (1897~1970) (1901~1989)

148 어떻게 여가를 생활하나 공예 중앙일보 ‘ - ’, , 1970.4.25.
149 ‘나의 세계를 갖고 싶다 중년여성의 여가 중앙일보 나를 찾고 - ’, , 1982.7.16.; ‘
주부의 역할을 더 알차게 중앙일보 취미활동으로 제 의 인생을 ’, , 1982.10.13.; ‘ 2

산다 중앙일보’, , 198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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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국한다 영친왕 이은은 조선왕조의 제 대 왕이자 대한제국초. 26

대 황제인 고종의 일곱째 아들로 순종의 동생이었으나 병약하여 아들이 , 

없던 순종의 황태자로 책봉되고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 년 강제로 일. 1907

본 유학길을 떠난 이은은 년 일본 황족인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와 , 1920

정략혼인을 하였다 마사코 황녀는 영친왕 이은과 혼인 후 영친왕의 성을 . 

따라 이방자로 개명한다 년 일본의 패전 이후 이들은 년 일본의 . 1945 , 1947

헌법시행에 따라 신적강하‘ ’150를 당하여 조선왕족의 지위를 상실하고 재산

이 몰수된 뒤 평민으로 생활한다.151 조선의 망국과 일본의 몰락 사이에서  

무국적자로 일본에 체류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은 대한정부의 수립 , 

이후 주일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귀국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황, 

실을 배척하던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귀국이 승인되지 않았다.152  

도판� 이방자와� 이은� 부부 경향신문[ 40]� ,� ,�

1962.2.13.�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년 영친왕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이1963

방자는 경복궁의 낙선재에서 기거하게 된다 년 일본에서 자선단체 찬. 1960

150 신적강하란 황족이 황가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를 칭하는데 일본에서 황족은 , 

신의 자손으로 여겨지므로 황족이 황가에서 이탈하는 것을 신이 내려가 인간이 되
는 것으로 표현한다 현재는 이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황적 이탈 이라고 . , ‘ ’
표현된다.
151 이은과 이방자는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일본 황실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으며  , 

어느 정도의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였으나 일본의 패전 이, 
후 조선 황실 일가가 일본 황실에서 폐출되면서 신적강하를 당한다 세월이여 왕. ‘
조여 조선 마지막황태자비 이방자여사회고록 가난한 평민으로 경향신문, (52), ’, , 
1984.9.10.   
152 평민이 된 이은씨의 근황 동아일보 ‘ ’, , 195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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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회를 설립한 이방자는 년 찬행회의 이름을 자행회로 변경하고1963 153 한 

국에서 자선사업을 시작한다.154 귀국 당시 한국 정부는 건강이 좋지 않던  

이은의 요양비를 비롯한 황태자 부부의 생계 지원을 약속하였지만 그 외, 

에 자선사업과 관련한 기금은 정부의 지원 없이 이방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이방자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취미로 익혀온 칠보기법을 이용하여 상. 

품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며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방자의 회고에 . 

따르면 당시 한국에서 칠보는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 

에 판매가 쉽게 이뤄졌다고 한다.155

이방자는 일본에서부터 칠보를 배웠다 당시 그는 칠보뿐 아니라 수. 

예 가죽공예 꽂꽂이 등 당시 일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유행하던 취미활, , 

동과 여성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갖가지 기술을 익혔는데 이러한 기술을 , 

배움으로써 장차 자신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습득한 여러 취미활동 중 특히 칠보가 . 

그의 성격에도 잘 맞았고 부업으로서의 장래도 밝았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하게 되었다고 한다.156 이방자는 년대 중반부터 일본여자미술대학을  1950

졸업한 쓰에마쓰 사다코 에게 칠보를 배웠다 그리고 년 경 ( ) . 1957末松貞子

약 스무명 가량의 주부 학생들과 함께 소규모의 칠보연구회를 만든다 이, . 

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쿄 덴엔초후 에 위치한 이방자의 자택( )田園調布

에서 모임을 갖고 칠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칠보연구회에서 주로 행해. 

진 칠보 작업은 대체로 유선칠보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고난도 기술보다는 

아마추어들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쉬운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다.157 당시  

일본에는 이와 같이 취미로 칠보를 연구하는 그룹이 이방자의 그룹 외에 

153 강용자,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지식공작소, , 2013, 

pp.385-386.
154 이방자여사는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불행한 아이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줄 “
일을 해야겠다 는 영친왕과의 대화를 여러 번 언급하며 고국의 불우아동과 장애” , 

아동을 위한 자선사업이 영친왕의 의지였음을 밝힌다 이방자는 이를 위해 일본 . 

각 지방의 사회사업 시설을 틈날 때마다 살피고 이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 
이방자 불우한 아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새해에의 희망 매일경제, ‘ , ’, ,1972.1.4.
155 이방자 향간의 왕비 일생 고난의 길 장애아와 걸어가다 요미우리신문, ‘ , - ’, , 

1984.7.3.
156 신작의 주변 다재다능의 이방자여사 매일경제 ‘ , ’, , 1974.4.30.
157 꿈은 그 어느날에 최근의 심경 말하는 이방자여사 경향신문‘ , ’, , 197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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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정도 더 존재하였다고 한다 이방자가 일본에서 칠보연구소를 운영. 

할 때만 해도 일본 내에서 취미로 칠보 작업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유약이

나 재료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나 년에 이르러서는 관동과 관, 1970

서지방을 통틀어 약 여개의 칠보 개인연구소가 생길 정도로 일본에서도 50

칠보공예가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다.158 

년 귀국 후 년부터 이방자는 낙선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1963 1964

칠보 강습을 시작하였다 년에는 수도사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칠. 1965

보를 가르치고 연말에 학생들과 함께 수도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159 

년에는 일본에서 운영했던 칠보연구소와 유사한 형태로 낙선재에 서1966 , 

울칠보연구소를 만들어 아마추어 칠보 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서울칠. 

보연구소에서는 칠보교육 교재160를 도판 제작하기도 하였고 일본어[ 44] , 

가 가능했던 대한칠보의 변성준을 일본의 아오키메탈에 소개하여 아오키메

탈에서 제조하는 칠보유약의 국내 수입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일본 칠보

유약을 바탕으로한 국산 유약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 칠보공예회의 회. 

원들은 이렇게 개발된 국산 유약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방자와 , 

칠보공예회의 회원들이 제작한 작품은 당시 회현동에 있던 도큐호텔 내 명

혜살롱161에서 상설 전시 및 판매되었다.162 

초창기 서울칠보연구소에서는 소수를 대상으로 칠보 교육을 진행하였

으며 이 시기의 제자들은 이방자에게 단지 칠보기법만을 배웠던 것이 아, 

니라 이를 통해 이방자의 자선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었, 

다.163 이들은 스스로 칠보동호회를 결성하고 나아가 이후 개인교습소를  

158 꿈은 그 어느날에 최근의 심경 말하는 이방자여사 경향신문‘ , ’, , 1970.09.11.
159 일깨워주는 생활미 경향신문‘ ’, , 1965.12.4.
160 현재 이방자의 서울칠보연구소에서 나온 교재로 파악되는 것은 대한칠보를 운, 

영했던 변성준이 년에 쓴 1975 『칠보의 기법』이다 이 교재는 명혜칠보연구소에서 . 
출판된 것으로 적혀있다 도판 참고. [ 44] .
161 명혜살롱은 기금 마련의 수월함을 위해 도큐 호텔 내에서 시작되었으나, 1970

년대 중반에 이르러 서울 YMCA 입구로 자리를 옮겨 명휘원의 아동들이 만들어내 
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거듭난다. 
162 신작의 주변 다재다능의 이방자여사 매일경제 ‘ , ’, , 1974.4.30.
163 처음 방자여사에게서 직접 돌가루를 붙이고 채색을 해서 구워내는 칠보를 배“
우기 시작한 이후 년을 줄곧 나는 매 주 한 번씩 낙선재에 가서 그 일을 한다15 . 

나보다 더 오래 그 일을 한 사람으론 그곳의 사범이 되어 있는 신여사와 일본인인 

유선생이 있을 뿐이다 방자 여사의 칠보연구원에서 배운 제자들로 구성된 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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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거나 백화점과 문화센터에 출강하여 칠보를 가르치며 칠보공예의 확산

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원로여배우 복혜숙의 경우 잡지나 신문 인터뷰에. 

서 낙선재에서의 칠보 교습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등 사람들에게 칠보를 

권했다.164 이방자 역시 수차례 신문과 잡지 인터뷰를 하며 칠보공예를 적 

극적으로 언급하고 칠보를 권장했다 이러한 인터뷰들은 조선의 마지막 . ‘

황태자비가 하는 취미생활 원로 여배우의 취미생활 과 같은 언론 보도를 ’, ‘ ’

통해 칠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일으켰다.  

도판� 이방자 칠보�장식[ 41]� ,� ,�

연도미상�135x135x42,�

출처 사회복지법인�명휘원( : ) 

보동호회원 중 나와 유선생 신여사 그리고 다른 네 명의 부인 이렇게 명은 특, , 7

별한 약속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칠보 목걸이며 브로치 반지 벽장식 등을 내. 

다 팔아 팔린 값의 할을 방자 여사가 운영하는 심신장애자들의 학교인 자행회에 , 3
기증하는 것이다 요즘은 불황에 다다른데서 칠보를 많이 만들어 내던 옛날과 같. 

지 못하지만 한 때 한 달에 백만원까지 자행회에 전한 때도 있었다 칠보동호회2 . 
원들은 이것과 별도로 장애자들의 집인 명휘원에 쌀 한 가마니씩을 보조하기로 정

하고 있다 복혜숙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이방자여사 동아일.”  , ‘ , , ’, 
보, 1981.5.29.
164 복혜숙은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이방자여사 동아일보‘ , , ’, , 

년 만에 출연 원로 배우 복혜숙씨 동아일보 등의 1981.5.29.; ‘7 TV ’, , 1980.12.23. 

기사에서 칠보작업에 심취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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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년� 월� 일 이방자의� 고희기념� 잔치� 때 칠보� 동호회� 회원들이� 모인� 사진 첫�[ 42]� 1971 11 4 ,� ,� .�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방자 두� 번째가� 칠보� 동호회의� 멤버이자� 여배우로� 활동했던� 복,�

혜숙 이다(1904~1982) .165 출처복혜숙( : )

 

 

도판� 창덕궁비원�[ 43]�

낙선재에서� 칠보� 공예
를� 전수하고� 있는� 이방

자.� 1972.7.12.�

출처� 영상역사관( :� e- )

 

165 복혜숙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이방자여사 동아일보, ‘ , , ’, , 
19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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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변성준남궁순애[ 44]� · ,� 『칠보의�기법 ,』

명혜칠보연구소� ,� 1975

이� 책은� 낙선재의� 서울칠보연구소가� 명혜칠보연구소/

로� 개칭한� 뒤 수강생들을� 위한� 칠보� 교재로� 제작,� ,�
발간된� 것이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 부분에는�.� ,�

간단한�칠보의� 역사와� 기원이� 실려있고 뒷� 부분에는�,�

칠보� 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칠보� 기법들

에� 대한�설명이� 있다.���

 

 

이방자와 서울칠보연구소 이후 명혜칠보연구소로 개칭 의 칠보 동인들( )

은 이곳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가지고 자선단체인 명혜회관의 건립 기금을 <

위한 명혜칠보전 신세계화랑 년 월 명휘원의 증축 기금을 위한 ( , 1971 3 )>, <

자선전시회 조선호텔 내 조선화랑 등과 같이 칠보 작품을 ( ,1978.2.16.~19)>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전시를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개최하였다 갤. 

러리나 화랑에서의 전시 뿐 아니라 정박아를 위한 자선바자회 서울 < (

YMCA 강당 신체 장애아를 위한 자선바자 세브란스병원  , 1972.6.9.)>, < (

연세 재활원 조선호텔 등과 같이 칠보장신구와 소품들을 판, , 1981.9.6-7)>

매하는 바자회도 여러 곳에서 매해 열었다 이방자를 도와 종종 함께 바자. 

회에 참여했던 변성준은 당시 바자회가 열릴 때마다 칠보작품을 매대 위, 

에 내놓는 족족 팔려나가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회상한다.166 바자회 

의 높은 인기로 말미암아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서울칠보연구소는 낙선재에서 칠보 취미교육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

라 연구소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인회를 결성하고 칠보 교재를 출간, , 

하기도 하였으며 자선활동에 함께 참가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보였다, . 

166 변성준 인터뷰,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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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설립된 서울칠보연구소는 이방자의 서거 시점인 년까지 운영1966 1988

되었다.167 이후 낙선재의 칠보교육장은 년부터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1989

가 이어받아 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전통공예 실기강좌1998

를 진행하는 기틀이 되었다.168 

부업으로서의 칠보 도라장 백화점과 문화센터3.2 ; , 

 

 

낙선재의 칠보 교육이 신문과 잡지에서 보도되고 이방자가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바자회를 열었던 덕에 칠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주부들 사이에서 칠보가 크게 유행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주부 취미, 

활동의 대두와 칠보가 가진 부업으로서 가능성이었다 년대 말부터 . 1960 80

년대 말까지 주부들 사이에서 취미 공예를 부업으로 하여 소소하게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 

이 당시 유행했던 취미공예는 꽃꽂이와 조화 만들기 목조각 수예, , , 

양초공예 동양매듭 날염 바가지공예 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칠보가 , , , 

사회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타 취미공예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 

저렴한 재료로 조악한 수준의 작업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재료적 기,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칠보의 경우 은이나 동과 같은 금속을 , 

사용하여 마치 보석과 같이 다양한 색상을 내는 칠보를 입혀 장신구를 제

작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칠보는 다른 취미 공예 상품보다 높은 가격에 . 

팔렸다 칠보는 또한 수예나 목각에 비해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한 번에 . 

여러 개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로 주부. 

들 사이에서 칠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167 오타베 유지,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조선의 황태자비 이방자 평전: 』 황경성 , 

역 동아일보사, , 2009, pp.291-294.
168 장동광, 「불과 색채의 예술 그 변주성의 미학, 」, 제 회 사단법인 한국칠보< 30

공예디자인협회전 도록 서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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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이어지는 부업의 수단이 되었다 주부들은 소일거리삼아 칠보를 .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공판장에 내다 팔았다 혹은 전문공예학원에서 작, . 

업 하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주받은 칠보수출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돈

을 벌었다.

도라장의 취미 칠보교육1) 

 

이처럼 칠보를 취미로 교육하고 이것이 주부들 사이에서 부업으로서 , 

지속되도록 칠보교실을 운영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기련. 

의 칠보교실은 이방자의 낙선재 서울칠보연구소와 더불어 년대 말부터 1960

년대 초 한국에서 현대적인 칠보가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에 가장 1970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칠보교실이었다. 

년 월 김기련의 동생 김순련이 관훈동에 도라장을 차리고 김기1970 12

련의 작품을 판매하는 공예수출품직매소와 공예전문화랑 도라장을 한 건물

에서 운영하기 시작한다 김기련은 년까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재. 1971

직하였고 이후 김기련칠보연구소 를 설립하여 도라장에서의 작업활동으로 ‘ ’

전업한다 년 월 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기련씨는 칠보공예 . 1973 2 12

보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 결과 여명의 연수생을 길러냈다고 한, 500

다.169 칠보는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굽는 기술만 알게 되면 혼자서 얼마 

든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강습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러한 칠보 작업의 특성 때문에 여대생부터 가정주부 대학교수 혹은 외국 ,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여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칠보에 관심을 보였으

며 한번 칠보 무료특강을 열기라도 하면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 

려 창가에 서서 강의를 들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같은 기. 

사에서 김기련은 주부들이 집에 개인적으로 가마 당시 시세로 만 천원( 2 8 ~4

만 천원 정도 를 마련하고 수출회사의 하청을 받아 작업을 한다면 적어8 ) , 

169 여성직업훈련 금속공예 동아일보‘ (6) ’, , 19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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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월 만 이천원에서 만 오천원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또한 당시 김기련이 . 『새가정』에 기고한 글에서도 칠보를 여성

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및 부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 그는 주부 독자를 대상으로 칠보 장신구 제작에 관해 .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사가 발간된 년 당시에 칠보가 이미 주부, 1975

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취미 활동이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은 김기련. 

이 해당 기사에서 칠보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값비싼 보석이야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아끼는 바이지만 비교적 싼값으로 “
자신의 개성을 살린 칠보의 보석을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은 

아주 의의깊고 보람된 일이라고 봅니다 중략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부. ( )… … 

녀자들 손으로 만들어진 칠보 제품이 각 백화점에서 날라가듯 팔리고 있읍니다. 

수익성도 재료비의 배액은 거뜬히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170

김기련은 디자인포장센터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출상품 개발

을 의뢰받곤 하였는데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 독립하여 개인칠보연구소, 

를 차리면 수주받은 수출상품 일거리를 나눠주기도 했다, .171 이처럼 칠보 

를 통해 주부들은 가계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도판� 김기련에게�칠보를� 배우고�있는�[ 45]�

일반인들 출처경향신문�.� ( : 1972.8.14.)�

170 김기련 취미를 살린 부업 칠보, ‘ - ’, 『새가정』 년 월, 1975 3 , pp.76-78.
171 조치 그 후 알뜰한 가계 돕는 주부의 손쉬운 부업 칠보 경향신문 ‘8.3 (2) ’, , 

19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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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학원 백화점과 문화센터 등에서의 칠보 강습2) , 
 

년대 초부터 공예학원과 백화점 및 문화센터에서 칠보 강습이 성1970

행하기 시작한다 그 이전까지 칠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낙선재와 김기련 . 

칠보연구소 두 곳뿐 이었다면 이제 그 곳에서 배워 어느 정도 숙련된 기, 

술을 갖춘 사람들이 독립하여 학원이나 개인연구소를 차리거나 백화점 문

화센터에 출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다른 취미공예를 교육했던 . 

공예학원에서 강사를 영입하여 칠보수업을 신설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 

한 이 당시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주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부

업으로 칠보를 시작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172 칠보는 주일만 배우면  “1

자기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질 수 있고 개월이면 상품을 만들어 수입을 2~3

올릴수도 있으며” ,173 아이디어만 좋으면 시장 백화점 등 판로가 넓고  “ , 

수요가 많다 월수입은 만 만원 등 폭이 넓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 . 3 ~10

부업주부도 많다”174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년대 초반 칠보 제. 1970 , 

작기능을 강습하여 부업의 판로를 열어주던 곳은 노동청 인가를 받은 공인

사설공예학원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개인연구소나 사설 학, 

원들이 증가하면서 부업으로서의 칠보가 주목을 받게 된다.

여러 공예학원 중에서도 조순찬공예학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칠보 

강습을 시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신문과 잡지 등에 홍보하며 주목을 받, 

았다 조순찬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거주하며 꽃꽂이와 조화를 만드는 . 

기술을 배웠고 귀국 후 년 해외 수출용 조화를 생산하는 조화연구소, 1960

를 개설한다 그는 년대 중반 즈음 조화연구소를 조순찬공예학원 으. 1960 ‘ ’

로 변경하고 수강생을 받아 이들과 함께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조. 

순찬공예학원은 년 월부터 학원 내에 정부지정인 한국공예공동훈련소1970 3

를 마련하고 수강자들로부터 실비만 받고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으로 노동청의 인가를 받게 된다.175 이때까지만 해도 조순찬공 

172 칠보세공 브로치에서 술잔까지 한 달 삼 사만원 거뜬 동아일보‘ , ’, , 1974.2.7; 

수익 높은 안방 부업 칠보공예 경향신문‘ ’, , 1975.6.4.
173 여가선용으로 생활을 알차게 경향신문‘ ’, , 1972.12.14.
174 취미살려 가계도 돕고 경향신문‘ ’, , 197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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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학원은 조화 목각 염색 동물인형 네 개의 부서로 운영하였으나, , , , 1970

년대에 들어 칠보가 사회적으로 점차 유행하고 부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높

아지자 년부터 칠보 강좌를 개설한다 이어서 조순찬공예학원은 칠보1972 . 

뿐 아니라 주부 부업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수공예 강좌들을 진행하

였으며 학원 내 외부에서 다수의 수강생 발표회 및 전시회를 열었다, · . 

이 시기 조순찬공예학원과 함께 신문에 자주 광고를 내어 상시적으로 , 

수강생을 모집하던 공예학원으로는 현대공예학원과 한국공예학원이 있다. 

이 두 곳도 조순찬공예학원과 같이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던 일반, 

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업전문 공예학원이었다 노동청의 인가를 받. 

은 공예학원을 통한 교육은 개월의 초급 코스와 개월의 전문가 코스로 3 6

나뉘는데 개월을 수료하면 노동청수료증 급 기능자격증 이 발급됨과 동, 6 (4 )

시에 국가시험자격 급 급 기능공시험 을 얻었다(3 2 ) .176 이처럼 공예학원에 

서의 교육은 실질적으로 노동부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에게 , 

차후 수출제조업을 하는 소규모 수공예회사에 취직의 길을 열어주는 등 단

순 취미로서의 접근보다는 부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중시했다 주부들 사이. 

에서 칠보를 부업으로 여기고 이를 배우는 유행은 년대 중후반까지 이1980

어졌다. 

 

반면 백화점과 문화센터의 칠보 강습은 공예학원처럼 본격적으로 일, 

자리를 알선해주거나 부업의 경로를 소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곳의 공예교육은 대부분 이방자와 김기련에게서 칠보를 익힌 .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만든 작업을 개인이 공판장이나 직판장에 직접 , 

가져가 소규모로 판매하는 수준에서 부업의 역할을 했다 그 외에는 대부. 

분 스스로 장신구를 만들어보는 여가 활동에 의의를 두었다. 

이방자와 함께 낙선재 서울칠보연구소에서 칠보를 연구한 김우혜는 훈

정칠보연구회의 초창기 동인인 김태영177과 함께 신세계백화점에서 칠보강

175 공예학원 원장 조순찬여사, 『새가정』, 1971.3, pp.89-92.
176 ‘헝겊 나무조각 이용 공예 솜씨 살려 상품으로 경향신문· , ’, , 1972.5.27.
177 김태영은 김우혜가 결성한 훈정칠보연구회 의 초창기 동인으로 제 회 훈정칠‘ ’ , 1

보연구전에 함께 참여했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추어. , 
로 낙선재 서울칠보연구소에서 칠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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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했다 이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년과 년 신세계백화점의 . 1972 1973 , 

공작살롱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칠보 교습을 진행했다, .178 

이혜숙179 역시 이방자에게 칠보를 배운 뒤 일본의 칠보공예에 관심을 갖 

고 칠보작업을 지속해온 인물로 년부터 새로나 백화점 칠보교실 을 , 1977 ‘ ’

열고 칠보강습을 시작한다 또한 년부터 년까지는 한국일보 문화센  . 1982 86

터에서 칠보교실을 개설하는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칠보공예를 강습하

였다 년부터 이혜숙은 한국칠보공예작가회 전시에 종종 참가하였으. 1984

며 이후 년 제주도로 이주하여 제주전문대학에서 칠보강사로 활동한, 1987

다 강사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명의 제자들과 함께 년 서귀포 칠보. 6 1996

공예 주 를 설립한 뒤 현재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 .180 김 

기련과 함께 금하칠보의 유약을 개발했던 김선봉도 년부터 년까지 , 1980 81

여의도 동아문화센터 칠보교실에서 강습하였다 동아문화센터는 동아일보. 

사에서 만든 문화센터로 김선봉은 이 곳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칠보의 기

법뿐 아니라 기초적인 금속공예와 가마의 원리 등에 대해 강연했다고 한

다.181

이 외에도 뉴코아 백화점 화신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여의도 백화점 , , , 

등 대부분의 백화점에 개설된 문화센터강좌에 칠보공예가 포함되어 있었

다 또한 이 외에 년대 중반부터 년대까지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 1970 80

로 칠보강의를 열고 지속했던 곳은 을지로 가에 위치했던 전국주부교실 2

중앙회 종로 교육회관 한국부인회 총본부에서 열렸던 상설생활부업교,   ‘

실 종로 국민문화연구소의 생활교실 용산구 한강로의 주부 클럽연합’, ‘ ’, ‘

회 여성 교양연구원 서울시 부녀복지관 여성문화원중앙회 용산 ’, ‘ ’, ‘ ’, ‘ ’, ‘

부녀회관 등이 있다’ . 

 

이처럼 수많은 칠보교실이 곳곳에서 문을 열고 칠보상품을 제작하는 , 

인구가 많아지자 이러한 취미 공예 인구를 독려하고 이들의 생산과 판매를 

178 동아일보, 1972.10.3.
179 앞서 등장한 대명공방을 운영한 이혜숙과는 동명이인이다 둘 다 이방자가 창, . 

립한 한국칠보공예가회에서 활동하였다. 
180 여성기업 우리 경제의 희망 이혜숙 서귀포칠보공예 주 대표이사 중소기업뉴‘[ , !] ( ) ’ 
스, 2007.8.1.
181 김선봉 인터뷰,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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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기 위한 행사가 열렸으며 관련 공간들이 설립되었다 서울시는 , . 

새마을 부녀솜씨 전시회 를 개최하여 주부들의 손길이 닿은 수공예를 비< >

롯하여 폐품 활용품 등을 전시했다 이 전시회에서는 주부들의 작품을 심. 

사하여 상을 주었는데 전시회에서의 수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능을 살, 

리는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182 이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 

역 지하철 구내에서 여성솜씨전시회 를 빈번하게 열어 여성들이 만든 수< >

공예품을 전시하였다 주부들이 만든 칠보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 

소도 점차 다양해져 기존의 남대문 악세사리상가의 공판장 이외에도 한, ‘

국 여성의 집 이 서울 코스모스백화점에 어머니 솜씨전시 판매장 을 열었’ < >

고 서울 , YWCA 독산동 지부는 회관의 아래층에  <Y 아씨장 을 열었다 > . 

직매소들은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부업 강좌를 들었던 수강생뿐 아니라 부

업을 하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수수료나 중간 마진 없이 바로 생산자에게 판매금을 전달하는 방식으, 

로 운영되어 인기가 많았다.183 한국 여성의 집 부업직매장의 경우 코스 ‘ ’ , 

모스백화점에 개설된 지점의 운영이 원활하자 연이어 안국동에 직매장을 , 

하나 더 열기도 했다 이처럼 칠보공예는 일반인과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 

큰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취미공예 열풍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취미공예로서 칠보의 유행은 년대 중반 이후 시들해지기 1980

시작한다 칠보가 단숨에 지나치게 유행하자 획일적인 디자인과 유사한 형. 

태에 질려버린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칠보제품의 소비가 점차 감소하였다, .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제조업 중심의 수출 전략을 펼치던 단계에서 

발전하여 기술집약적인 중공업제품들이 대량 수출되기 시작하자 수출상품, 

으로서 공예품의 가치가 떨어졌고 주부들의 공예품이 수출상품으로 활용되

는 일도 점차 역시 줄어들었다 기존의 공예학원들이 수강생에게 일정 수. 

준의 수강료를 받고 강좌를 수강하게 한 뒤 학원으로 들어온 수출 상품 주

문을 수강생들에게 알선해주는 역할까지 함으로써 취미공예 시장을 유지시

켜왔으나 년대 후반부터는 공예학원이 수출상품 주문을 받는 일 자체, 1980

182 새마을 부녀솜씨 전시회 폐막 개성 돋보인 주부들 솜씨 매일경제‘ , ’, , 

1979.11.17.
183 알뜰솜씨 팔아주는 주부 공예품 매장 ‘ , YWCA ‘Y아씨장 개설준비 동아일보’ ’, , 
19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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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년대와 년대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공예학원과 문화센터, 1970 80

들에서 앞다투어 칠보 취미공예의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 유사한 디자인으, 

로 취미수준의 칠보공예를 생산하는 사람이 시장에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부업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졌다 칠보공예 부업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 

자 칠보를 간편한 부업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를 계속 해야 , 

할 동기를 찾지 못하고 쉽게 그만두었다.184 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1980 , 

사회적으로 칠보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칠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

에 접어든 데다 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더욱 저급한 칠보공예품들이 , 1980

무더기로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칠보공예를 지속하, 

던 사람들마저 칠보를 그만두게 된다.   

184 여성 부업 목표 뚜렷해야 성공할 수 있다 중앙일보‘ ’, , 19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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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칠보공예의 쇠락. 

 

 

지금까지 장에서는 년대부터 년대까지 칠보가 확산되고 번성3 1960 1980

하게 된 전개과정과 그 양상들을 상품 예술 취미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 

보았다 전성기를 누리며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칠보는 년대 . , 1980

후반부터 점차 하락세에 접어들게 된다 칠보공예 산업이 사향길에 접어들. 

면서 상품으로 칠보공예품을 생산하던 여러 민예품 생산업체들은 업종을 

전향하거나 문을 닫게 되었고 예술 분야에서는 칠보 전시의 개최 숫자가 , 

점차 줄어들고 대학 교과과정에서도 칠보는 전문적으로 교육되지 않는다. 

취미로서 칠보의 경우 여전히 몇몇 백화점의 문화센터에 칠보 수업이 진, 

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성기 칠보공예 강습의 숫자에 비해 그 수가 급감했, 

고 앞으로도 강의가 추가적으로 새롭게 개설될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 

또한 칠보를 취미공예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의 수 역시 년대에 80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칠보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진. 

단하며 크게 확산되었던 칠보가 어떠한 원인과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 

게 되었는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칠보공예 쇠락의 원인 1. 

 

수출상품 품목의 변화 1-1. 

 

년대부터 년대까지 칠보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이유 1960 1980

중 하나는 수출상품으로서 칠보공예품이 가능성을 타진받았기 때문이었, 

다 년대 군사정권은 내수시장의 진작만으로 목표한 경제성장을 이룰 . 1960

수 없음을 간파하고 수출에 매진하는 전략을 세운다 이로 인해 년대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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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수출확대회의 수출의 날 지정 수출 유공자 표창 수출 유, , , 

공 기업 선정 및 정부 지원 사업 등 수출에 총력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준

다 또한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상품. , 

전시회를 열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민예품경진대회를 열어 한국의 

전통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민예품 중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선발하

였다 이 중에서도 칠보는 한국의 전통적인 도안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 

있으면서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기법이었고 다른 기법들에 비해 비, 

교적 상업화나 상품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 

수출상품 특히 국가홍보용 수출상품으로 칠보공예품을 선호하였으며 서, , 

독에서 칠보를 전문적으로 유학하고 돌아온 김기련을 수출디자인센터의 금

속공예 지도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수출상품의 개발을 일임하였다. 수출상품 

및 관광민예품 등 상품으로서의 수공예를 진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

단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관광공사 농가공개발본부 관광협회등 여러 정, , , , 

부 부처에서는 공예상품의 개발과 지원 그리고 육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 

내놓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의 전문 공예상품 제작업체를 지, 

원하고 육성하는 전략은 공예상품의 수출이 원활하던 시기에 어느 정도 성

과를 보이는듯 하였으나 그 이외 정책들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크게 실효, 

를 거두지 못하였다. 가령 국제관광공사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년, 1971

부터 시행한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 는 민속공예품을 발굴하여 전시하고 < >

민속공예산업을 육성하여 유망한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본래의 취지

에 비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이 대회는 드물게 생산. 

자와 직결된 행사라는 점에서 민예품 육성책과 양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나 정부의 수혜 정

책 등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못하였다 특정 업체나 개인의 중복 수상이 .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지원금이 민예품 생산이 아닌 곳에 운, 

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185 년부터 시행된 전국민예품 생산업 1980

체 선정과 지원의 경우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방안 모색과 경영지도 과정 , 

185 추원교, 「올림픽 기념품으로서 관광민예품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vol.8, 1984,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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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거쳐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년대 후반 수공예품이 수출 주, 1980 , 

력상품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도판� 제 회�전국관광민예[ 46]� 5

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이효세,�

의�칠보화병 년,� 1976

이효세는� 제 회의� 대통령상�/ 1

수상� 인물로 이외에도� 여러차,�
례� 전국민예품경진대회의� 수상

명단에�올랐다.

나아가 산업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년대에 들어서 수출산업과 수1980

출상품이 대량생산 제품이나 발전된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전자 전기 제품

으로 전환됨에 따라 칠보공예 상품을 비롯한 공예품과 민예품 등 경공업 , 

산업제품이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의 수출 전략은 중공업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 GDP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예상품을 , 

제작하는 국내 산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다른 공예산업들 역. 

시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였지만 칠보의 경우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 , 

로 진행되는 특성상 인건비 상승은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

다 시장 자유화에 의해 해외의 값싼 공예품들이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 

했으며 영세한 방식으로 수공 가공을 통해 생산되던 국산 민예품은 중국, 

산 베트남산 캄보디아산 등의 저가 공예품에 밀려 점차 자취를 감추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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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 뿐 아니라 해외 수출상품으로서도 칠보 상품. 

은 그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186 현재 대부분의 관광기념품과 공예상품들 

은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동남아시아 등지의 해외 공, 

장에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부업으로서 칠보의 가능성 하락1-2. 

칠보가 주부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년대와 년대에 취미공, 70 80

예로 널리 확산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칠보가 부업으로서의 가치

가 있었으며 주부들이 이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생산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년대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주부 부업을 위한 . 80

기술교육 강좌를 여는 여성 단체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역시 당, 

시 부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칠보는 여러 부. 

업 중에서도 수개월의 기초과정만 거치면 쉽게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당시 수출품을 제작하는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는 특정 디자인의 상품을 주부 인력을 이용하여 공예학원이나 개인 공방에 

하청을 맡겨 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주부들은 개별적으로 . 

만든 칠보제품을 남대문 등에 조성되어 있던 악세사리 공판장에서도 판매

할 수 있는 등 칠보작업을 지속하거나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

가 부여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실제로 칠보장신구는 . 년대부터 년1970 80

대까지 동남아시아 등지로 매우 활발하게 수출이 이뤄졌고 년대 초중반, 70

부터 활성화된 부녀자들의 취미공예열풍 속에서 칠보는 수출상품 제작 부

업으로 각광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수출상품 품목의 변화와 서구의 모던한 디자인의 유행으로 인

해 사회적으로 칠보의 수요가 줄어들자 칠보상품을 주력으로 제작하던 공, 

186 김영옥, 「칠보공예 문화상품화를 위한 방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2015, 
p.86.



96

방과 공예학원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주부들의 칠보교. 

육과 부업을 알선하던 공예학원이 업종을 변경하기 시작하면서 칠보의 부 

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칠보가 부업으로서 효용을 잃게 . 

되면서 취미칠보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 가. 

령 칸칸이 나눠져 있는 금속 밑판 키트에 유약만 넣어 구우면 제품을 DIY 

완성할 수 있는 방식의 칠보 교육은 이 시기에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 

이와 같은 칠보 강습은 단기적인 체험의 의미로 수강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부업으로서의 가능성도 공예학원에서의 전문적인 칠보 강습도 줄어, 

든 상황에서 칠보를 장기적인 취미로 지속할만한 적절한 동기가 뒷받침되

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칠보 작업을 배우고자 하는 인구는 점차 줄어들 

었고 기존에 칠보를 작업하던 사람들도 점차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  

 

  

칠보공예품과 칠보생산인구의 질적 하락1-3. 

 

칠보가 대중성을 획득하고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칠보 생산, 

인구가 증가하고 판매처가 여러 곳에 생기는 등 칠보는 점차 접하기 쉬운 , 

사물이 되었다 칠보를 생산하는 주체는 단순 취미로 시작하는 일반인들부. 

터 예술로서 칠보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공예가까지 그 범주가 다양하였고, 

그만큼 칠보 제품의 질은 천차만별이었다 년대와 년대에 수많은 공. 1970 80

예학원과 문화센터에서 앞다투어 취미공예 강좌를 개설했고 칠보는 거의 , 

모든 백화점에 개설된 필수 강좌였다 그 결과 칠보를 배운 수강생이 너무 . 

많아졌고 칠보의 기법은 더 이상 독특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제, 

작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칠보가 전분적인 차원. , 

에서 흥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취미 차원에서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확산, 

되기 시작하면서 전문적이고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칠보의 기법보다는 단

순하고 편리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칠보 제품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게 된다. 

시중에는 저품질의 칠보제품들이 난무하였으며 이러한 칠보 제품들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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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들은 점차 칠보 기법 자체의 품질과 디자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칠보는 갑작스레 획득된 대중성으로 인해 제품의 측면에서도 

생산인구의 측면에서도 저급화되었다 이와 같은 칠보 공예의 광범위한 유. 

행과 그로인한 쇠락의 현상은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Kenneth Bates는 클

리브랜드에서 칠보공예가 유행하게 된 기반을 만든 칠보공예가이다 그는 . 

칠보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칠보기법 입문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 

책을 통해 사람들이 손쉽게 칠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년대 미국에서1940

는 취미 칠보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년대에 이르러 칠보의 유. 1960

행이 무르익고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발생하자 칠보의 민주화를 선도했던 , 

Kenneth Bates는 모순적이게도 칠보의 유행이 칠보를 오히려 망치고 있, 

다며 칠보공예의 지나친 대중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바 있다.187 이와 같 

은 문제는 한국에서도 발생했는데 칠보가 지나치게 취미공예로 성행하게 , 

되면서 예술적 성찰이나 품질에 대한 고민이 누락된 취미차원의 칠보가 범

람하였고 이는 결국 칠보 라는 기법이 가벼운 유행으로 번지며 결국 칠, ‘ ’

보에 대한 기대를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품질의 저하를 촉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방자는 년 한국칠보작가협회를 개설하 1983

고 칠보를 예술의 차원으로 고조시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모아 취미칠보

와의 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칠보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년대에 , . 1990

들어 칠보는 단순히 유행이 지난 기법일 뿐 아니라 저열화된 방식으로 제, 

품을 양산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심지어 좋은 질, 

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공예가들 사이에서도 기피되었다.

  

187 Janet Koplos·Bruce Metcalf, 『Makers: A History of American Studio Craft』,
2010,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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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 상품 내구성의 문제1-4. 

 

상업화된 저품질 칠보상품들은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

다 전문적으로 칠보 공예를 배운 인물들이 칠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 

아마추어 수준에서 제작되었거나 품질에 대한 검수 없이 양산을 목적으로 , 

생산된 칠보 제품들은 칠보가 고르게 입혀지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 

깨지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예물용 은기로 제작된 고가의 칠보 제. 

품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금속판에 얇게 입혀진 칠보 부분이 바스

라졌다 이처럼 칠보가 꺠진 부분은 원형과 같은 모습으로 복구하여 수리. ,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188  

유선 칠보로 제작된 칠보공예품의 경우 특히 기물에서 칠보와 칠보 , 

사이의 금속 부분만 검게 변색이 되거나 산화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해당 , 

금속부분의 폭이 매우 좁아 이를 세척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섬유 등의 내구성이 좋은 신소재 제품들이 유행하기 , 

시작한 시점에서 잘 깨지거나 밑판이 변색되는 등 내구성의 문제를 드러, 

낸 칠보는 점차 그 수요가 적어졌다.

도판� 칠보� 브로치 년대� 후[ 47]� ,� 1980

반� 제작�추정.�

출처 네이버�카페�중고나라( : )

연식이� 오래되어� 칠보부분이� 깨져있/

다.

188 실제로 명보랑에서 팔았던 칠보 은기물을 구매한 고객의 자녀들이 수선을 의, 
뢰하며 명보랑의 기물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얇은 은 . 

판 위에 칠보가 올려진 제품들은 원형대로 수리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깨진 칠. 

보 부분을 복구하고자 하는 주문보다는 기물을 녹여서 그 은을 가지고 보다 단
순한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기물을 다시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더욱 많다고 

한다. 조영선 인터뷰, 20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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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 칠보유약의 등장1-5. 

상품칠보가 유행하여 칠보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칠보 유약, 

보다 간소화된 모조 칠보유약이 등장했다 원래 칠보는 적어도 . 700~900℃

의 온도에서 구워내야 올바른 빛깔과 내구성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 

두 생략한 유약이 등장한 것이다 일명 에폭시 칠보 로 불리는 이 유약은 . ‘ ’

석영이 함유된 기존 유약의 유리질 원료 대신 에폭시 수지를 넣어 기존유, 

약이 보여주는 유리질 광택과 유사한 질감을 만들어냈다 에폭시 칠보는 . 

색을 자유자재로 내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 정도의 저온100 120℃ ℃ 

에서도 충분히 금속의 표면 위에 달라붙으며 정도 까지 열을 받아도 300℃

그 형질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189 물론 실제 칠보의 유약과 비교하였을  

때 에폭시 칠보의 빛깔이나 질감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량생산 제

품에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칠보가 요구되지도 않았다. 

 

 

새로운 매체와 디자인의 유입1-6. 

 

년대까지 한국의 주거공간 실내장식은 화려한 장식이 끝없이 뒤덮1980

인 공간이었다 오밀 조밀하게 장식된 레이스가 냉장고 전화기 식탁 소. , , , 

파 등 온 가구를 감싸고 있었고 현란한 자개장이 안방의 한 면을 크게 차, 

지했으며 부엌과 식당 사이에는 나무조각이나 실로 엮인 발이 걸려 있었, 

다 주택의 천장과 바닥을 꾸미는 식물 모티프의 나무 몰딩은 온 집안에 . 

거대한 무늬를 부여했다 공간 뿐 아니라 이 시기 유행했던 아폴로 밥통 . , 

전면에는 거대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으며 식기와 유리잔에도 마찬가지로 

잔잔한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190 년대 말과 년대 초 아궁이 1960 1970 , 

189 김선봉 인터뷰, 2016.4.26.
190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 』 자음과 모음, 2011,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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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두컴컴한 부엌을 벗어나 공영주택에 살게 된 주부들은 예쁘고 안락한 

방식으로 집을 꾸몄다 산업화된 제품이나 모던한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 

하는 과도기에서 주부들의 이러한 장식 취향은 서구식 현대 생활방식을 , 

받아들이는 중간단계의 과정이었다 주부들이 취미로 꽃꽂이나 자수 칠보 . ,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191 특히  

칠보의 장식적 요소는 더욱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을 추구하던 당시의 실내 

가정디자인 취향과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년대 중반부터 아파트형 주거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규격화1980

된 시스템가구들과 서양의 모던한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단순한 디자인

의 가전제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아파트에 살게 된 주부들 사이에서는 . 

굿디자인으로 우아한 가정을 꾸며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었고,192 이들 

에게 현대적인 생활양식은 곧 서구적인 생활양식과 같은 의미였다 해외의 . 

모던한 디자인을 모방하여 국내 대기업 가전제품들이 대량으로 등장함에 

따라 일상에서 미끈한 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 

유행의 변화 속에서 세밀한 도안을 기반으로 하는 장식적인 칠보제품들은 

이미 한참 유행이 지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아카데미 공예의 경향 변화1-7. 

한편 해외에서 금속공예를 배운 작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 , 

통적으로 금속공예에서 사용되던 재료와 기법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유입 

된다 가령 대학의 금속공예 교육에서도 에서는 금속 뿐 아니라 플라스. , 

틱 아크릴 라텍스 섬유 등 산업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들을 작품에 , , ,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쉽게 구하기 어렵거. , 

191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 』 자음과 모음, 2011, pp.160-167.
192 임찬희, 「 년대 산업화에 따른 주거 공간 내 제품의 의미변화와 그 역1960~1980

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년 월, 2002 6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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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가로 거래되던 유색보석을 대신하여 금속에 색을 더하는 장치로서 칠

보가 사용되었다면 해외무역 자유화와 산업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유색보, 

석의 가격이 내려가고 큐빅 등 모조 보석들이 개발되어 유색보석의 활용이 

자유로워진 것도 칠보에 관심을 잃게 만들었다. 

칠보는 대학 교과과정에서도 그 위상이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 

학교의 경우 년 강찬균의 귀국과 더불어 년 수립된 응용미술과의 , 1978 1979

교과과정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 칠보가 에나멜링 에나멜링 에‘ ’, ‘ ’, ‘Ⅰ Ⅱ

나멜링 으로 세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Ⅲ 193 년부터 개정된 공예과 1985

의 금속공예전공 교과과정부터 독립과목이 아니라 금속표면장식기법 에 ‘ ’

일부 칠보 기법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교육이 축소된다, .194 이처럼  

칠보가 대학 교육에서 정규 교과 과정으로 남지 못하고 축소되는 경향은 

결국 칠보가 예술공예 나아가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대공예에서 독, 

립적인 위치확보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19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3, p.65.
1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강찬, 1993, p.120; 

균 인터뷰, 20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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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지금까지 년대부터 년대 사이에 한국에서 현대 칠보 가 등장1960 1980 ‘ ’

하게 된 배경과 칠보 성행의 양상 그리고 쇠락의 과정과 원인에 대해 살, 

펴보았다 년대 이후 등장한 칠보는 조선시기와 대한제국기의 파란. 1960 ‘ ’, 

일제강점기의 법랑 등과 구별되며 재료와 기법 개념이 모두 새로운 차‘ ’ , , 

원에서 전개되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예 기법들은 대부분 조선말기부터 . 

쇠퇴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원형 전승에 고초

를 겪었는데 파란 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 ‘ ’ . 

입해서 사용하던 파란은 중국과의 국교단절 이후 한국에서 더욱 접하기 , 

어려워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 칠보 는 해외에서 칠보를 배우고 돌아. ‘ ’

온 인물들에 의해 년대부터 한국에 등장하게 된다 칠보는 색상의 제1960 . 

한이 있던 파란과 달리 재료와 기법이 풍부했으며 한국에 칠보를 전파한 , 

인물들이 대부분 미술대학을 통해 유학을 거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칠보

는 예술작품의 표현기법으로도 사용이 확장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새로. 

운 양상의 칠보를 현대 칠보 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칠보가 가장 ‘ ’ . 

유행했던 년대부터 년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해당 시기의 칠1960 1980

보를 상품 예술 취미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그 전개를 다각도로 살, , 

펴보고 이를 통해 칠보의 유행과 쇠락의 원인을 밝혔다, .   

년대 군사정부에서는 단기간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이 필수1960

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출제일주의를 내세워 한국수출디자인센터와 디, 

자인포장센터 등을 통해 수출상품개발에 전력을 다한다 특히 독일에서 칠. 

보를 유학한 김기련이 해외과학자 유치대상자로 귀국하여 년부터 1968 1971

년까지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가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거쳐 한국디자인포

장센터로 흡수되는 시기에 근무하여 칠보를 활용한 수출공예품 개발을 담

당한다 년대 중반까지 경공업위주의 수출산업정책이 선도되면서 정부. 1970

는 수출용 민예품을 지원하게 되는데 칠보는 그 중에서도 간단한 기자재, 

와 설비만으로도 제품의 양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상공부. 

에서는 매년 민예품 전문생산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의 수출상품 제조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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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지원했다 내수 시장에서도 칠보는 크게 유행하였는데 그 원동력은 . , 

국산 칠보유약이 개발에 있었다 국내에서 칠보 유약 공급이 원활하게 이. 

뤄지는 환경이 조성되자 칠보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남대문 , 

악세사리상가에 공판장이 생기면서 칠보의 내수 소비 역시 활성화되었다. 

수출상품이나 관광기념품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고가의 은기 칠보가 예물

로 선호되거나 사치품으로 소비되는 등 칠보상품의 유행이 확산되었다 칠. 

보상품은 올림픽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통해 년대 중반까지도 생산이 1980

활발했다. 

박정희 정권의 수출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사업으로 칠보상품이 개발되

기 이전에 한국공예시범소에서도 칠보를 이용한 공예상품의 제작 시도가 , 

있었다 이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공예시범소에 설치되었던 칠보 . , 

기자재는 서울대학교에 이관되어 훗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실습장에서 활

용된다 또한 의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을 통해 김정숙. ICA ‘ ’

이 클리브랜드 미술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칠보를 배우고 돌아오면서 국내 , 

대학에서 첫 칠보 강의가 시행된다 년대에 이르러 해외에서 칠보를 . 1970

배우고 귀국하는 인물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칠보의 인지도가 높아지, 

면서 칠보기법에 관심을 갖고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등장한다 칠보를 . 

예술로서 인식했던 작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예술가로서

의 자아를 확립했던 인물들로 칠보 동인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년대에서 년대 사이 칠보가 유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1960 80

중 하나는 일반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 칠보공예가 활성화된 덕이

었다 정부의 수출지향정책이 활성화되고 칠보가 유행하면서 공예학원에서. 

는 부업으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칠보강습이 신설되

었다 이외에도 서울칠보연구소와 도라장 등에서 칠보를 배운 사람들이 독. 

립하여 개인 연구소를 차리거나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서 칠보 강의를 시

작하면서 일반인이 칠보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칠보, . 

는 년대 중후반까지도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취미활동으로 각광1980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주목을 받았던 칠보는 년대 후반1980

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수출정책.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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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공업 수공예 중심에서 기술고도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의 품목으로 변

하면서 칠보산업은 타격을 받게 된다 수출품목의 변화로 판매처를 잃게 . 

되자 칠보생산업체들은 업종을 변경하고 칠보학원으로부터 수출용 칠보상, 

품 주문을 받고 제작하여 부수입을 올리던 주부들의 경우 칠보 작업을 그

만둔다 또한 시장자유화로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저가의 수공예품들이 . , 

대량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의 , 

경쟁력을 얻지 못했다 한편 칠보가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칠보. , , 

를 부업으로 하는 인구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유사한 디자인이 반복, 

되어 곳곳에서 팔리면서 저품질의 칠보가 범람하게된다 비전문가들이 제. 

작한 저품질의 칠보에서는 외부의 충격에 쉽게 깨지거나 색상이 고르지 못

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칠보기법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

된다 게다가 저화도에 쉽게 구워낼 수 있는 모조 칠보유약이 개발되면서. , 

저가의 칠보상품들이 모조유약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어 칠보의 품질 저하가 

지속된다 또한 주거공간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규격화된 시스. 

템 가구들이 등장하고 서구의 모던한 디자인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단, , 

순한 형태를 추구하는 모던 디자인에 비해 다양한 색상으로 장식된 칠보는 

유행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칠보로 예술 작품을 제작하. 

던 작가들 역시 칠보는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작품활동

을 펼치지 못했고 대학에서도 칠보 실기 수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공예, 

가들 사이에서 칠보기법의 활용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쇠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칠보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

다 칠보 산업은 아직까지 국내 공예산업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갖지 못하. 

고 있다 과거 칠보가 성행했을 때도 칠보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와 . 

개인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 

다만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보니 칠보 산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가령 칠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서 개별적으로 . , 

추산되지 않고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또는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

용품 제조업 기타 분류 안 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다양한 분류체계, 

에 포함될 수 있는데.195 이는 현재 칠보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 

195 박수경, 「한국 칠보공예 역사와 현황」,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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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산업분류체계에서 .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에 의한 공예품 분류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의 , 

상황이다 이는 칠보제품의 재료적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칠보는 밑판이 . , 

되는 재료가 금속 점토 등으로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별 , ,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류체계 하에서 독자적으로 구별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칠보의 현황을 파악하는 . 

일조차 쉽지 않지만 한국공예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비춰 대략적으로나, 

마 칠보의 위치를 가늠해보자면 칠보산업 역시 대부분의 공예산업과 같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96

칠보공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하는 학계와 예술계에서도 칠보는 입

지가 적은 상황이다 학계나 예술계의 칠보 현황은 년에 발간된 . 2013 『2013

년도 공예백서』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예백서에 따르면. , 

년도에 개최된 개의 공예 관련 전시 중 칠보에 해당하는 것은 개2013 634 5

밖에 되지 않았다.197 또한 개의 공예 관련 협회 및 조합 중 협회의 이 162

름에 칠보를 포함하고 칠보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협회는 사 한국칠보, ‘( )

공예디자인협회 와 사 한국칠보공예협회 두 곳에 지나지 않는다’ ‘( ) ’ .198 

년 출판된 공예관련 논문 개 중 칠보에 관해 연구한 석사학위논문2013 213

은 개로 여타 공예 분야의 논문보다 매우 적은 수의 연구 성과를 보이고 2 , 

있다.199 또한 교과과정에 칠보를 개별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미술대학 

도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칠보는 현재 소규. 

모 악세사리 산업과 혼수용품시장 이외에는 별다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

고 있으며 작가 중심의 예술활동 및 취미공예의 일부로만 그 명맥을 유지

하고 있다.200  

3(2), 2012, p.44.

이 외에도 년 공예산업분류표에서도 칠보는 석공예 금속공예 귀금속 보석2013 , , ·

공예의 세 가지 원재료 대분류에 흩어져서 포함되어있다.  
196 김영옥, 「칠보공예 문화상품화를 위한 방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2015, 

p.88.
19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참고자료 , 」 『 공예백서2013 , 』 2014, pp.2-38.
19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참고자료 , 」 『 공예백서2013 , 』 2014, pp.395-400.
사 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는 년 이방자가 설립한 한국칠보공예작가회에서 ( ) 1983

이어져 내려온 협회고 사 한국칠보공예협회는 금하칠보에서 시작한 협회이다, ( ) .  
19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참고자료 , 」 『 공예백서2013 , 』 201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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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년대 이후 등장한 현대 칠보 의 배경과 1960 ‘ ’

유행의 양상 그리고 쇠락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년대 이후 등장, . 1960

한 현대 공예는 서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현대성의 개념을 획득한 인

물들에 의해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201 현대 칠보 역시 해외 

에서 칠보를 배우고 돌아온 인물들에 의해 한국에 전파되었으나 이들의 , 

활동은 대학 교육에 집중되었던 것이 아니라 상품칠보를 개발하고 취미칠, 

보를 보급하며 동시에 예술칠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의 활동을 보였

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칠보는 사회 전반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 

결과를 보였지만 그 범주와 양상이 지나치게 넓어지며 발생했던 많은 문, 

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해외 대학에서 도자나 금속 등을 유학하고 귀국. 

한 인물들에 의해 한국 대학에 정착한 현대 공예는 엘리트 공예 및 예술공

예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칠보공예의 경우 전방위적 , 

활동으로 인해 집중적인 분야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처럼 칠보는 특정 활. 

동에서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고 상품 예술 취미가 혼재되는 상태에서 결, , 

국 쇠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칠보의 유행과 쇠락은 한국에서만 발생한 현상은 아니었다

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 , 

도 칠보는 년대부터 일찍이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하였고 취미활동으1940 , 

로 각광받다가 년대 후반부터 칠보가 쇠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 1960 . 

현대 칠보 의 등장과 연관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들에서의 칠보 유행과 쇠‘ ’

락의 전개를 살펴본다면 개별적 사례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 현상

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년대에서 년대의 칠보 유행에 관한 자료는 디지털화 되어있지 1960 80

않고 책으로 저술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활동했던 인물, 

들의 증언에 기반하거나 전시 리플렛 신문자료와 같은 차 자료에 의거하, 1

여 개별 사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귀납적 . 

방식으로 연구에 접근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 또한 연구자의 자료 수집 , 

200 김영옥, 「칠보공예 문화상품화를 위한 방안」, p.86.
201 허보윤, 「 년대의 현대공예 교육과 그 영향1960-90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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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크게 좌우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 

통해 한국에서 현대 칠보 가 어떠한 이유로 확산되었다가 쇠락하게 되었‘ ’

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이 본 논문의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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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고도판202

참고도판� 제 회� 한국칠보공예가회� 창립전 도록�서문 김정숙 년� � � � � � � � � � [ 1]� 1 < >� ,� ,� 1983

한일� 양측의� 작가들이�교류전의� 형식을�갖고� 전시를� 개최한�만큼 한국어/ ,�

와� 일본어가�병기되었다 김정숙은� 서문에서�칠보공예를�시작하게� 된�시기.�

와� 배경에�대해�언급하고�있다.

202 참고도판에는 년 제 회 한국칠보공예가회 창립전 도록의 전시 서문과 전시에 참가1983 1 < > 

한 국내 작가들의 작품 사진을 실었다 도록에 작품의 제작년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외부 . 

자료에서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작품의 제작년도를 생략하였다.   

참고도판� 김정숙 기 동[ 2]� ,� ,� ,�

� � � � � � � � � � � � 26.3x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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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이방자 풍경 고향 동� � � [ 3]� ,� - ,� ,�
무선칠보� � � � � � � � � � � � � � � ,� 32x24cm

참고도판� 김화숙 벽걸이 동�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42x42x6cm

참고도판� 김우혜 연락 동 유선칠보� [ 5]� ,� ,� ,� ,�
� � � � � � � � � � � � � 23x32x5cm

참고도판� 문순옥 선지 동 벌구이� � � [ 6]� ,� ,� ,� 3 ,�

� � � � � � � � � � � � � � � 17x17x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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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신권희 주야 동 무광칠보� [ 7]� ,� . ,� ,� ,� �

� � � � � � � � � � � � � 11x16cm

참고도판� 허충회 단아 도자칠보� � � [ 8]� ,� ,� ,�

� � � � � � � � � � � � � � � � 8x5cm

�

참고도판� 고승관 기 동� � [ 9]� ,� ,� ,� 18x21cm 참고도판� 강경희 선과 왼쪽 순은[ 10]� ,� ,� ( ) ,�

오른쪽 동 연필화칠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x14,5.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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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최정자 기 동 유선칠보� � [ 11]� ,� ,� ,� ,� � �

� � � � � � � � � � � � � � � 15x15x2cm

참고도판� 이규현 회상� � � [ 12]� ,� ,� 90x60cm

참고도판� 김선봉 자선화 동 조금칠보[ 13]� ,� ,� ,� ,� �

� � � � � � � � � � � � � 10x10x12cm

참고도판� 김영희 옛이야기 동� � � � � [ 14]� ,� ,� ,�

요변칠보� � � � � � � � � � � � � � � � � � ,� 75x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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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contemporary enameling 

from the 1960’s to 1980’s

Sung, Dasom

Metal Craft, Dept,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hink of the popularity of Chilbo, 

korean enameling in South Korea during 60s, 70s and 80s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and examine the trend, rise and fall of 

Chilbo during that time regarding socioeconomic factors which have 

been invisible. In attempting to investigate how modern Chilbo was 

made and could thrive and the importance of i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brace the history of Chilbo as part of the Korean 

history of modern craft.

In the 1960s, modern Chilbo first emerged in South Korea by 

some people who learned Korean enameling overseas and had gained 

exceptional popularity from the late 1960s to the late 1980s because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s. During this time, Chilbo was made of 

good quality enamels and had various colors, which mad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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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ed from ‘Paran’, another form of Koran enameling at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period, and ‘Bubrang’, Korean 

enameling at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dditionally, modern 

Chilbo’s materials, techniques, and concept was new and different from 

‘Paran’ and ‘Bubrang’. The rise and fall of Modern Chilbo can be 

categorized by three classes: product, art and hobby.

In the 1960s, the military government realized that export was 

imperative to achieve fast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made effort to nurture light industry and handicraft, putting great 

emphasis on export. That was when Chilbo craft, which only requires 

simple tools and materials, drew attention. Soon, domestic enamel for 

Chilbo was developed and many Chilbo products were made and 

gained popularity in the domestic market, especially for people looking 

for high-priced silver Chilbo as luxury products and wedding presents.

Before Chilbo products were developed as part of handicraft and 

souvenir industries for export, Korean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tried to produce Chilbo products. The attempt failed but apparatus and 

materials for producing Chilbo transferr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sed in practice rooms in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the very first Chilbo lecture in South Korea was first 

conduct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Kim Jung-sook, who studied 

abroad through ‘the study abroad program for design professors’ offered 

by ICA. In the 1970s, many people came back to South Korea after 

studying Chilbo technique abroad and some artists started to pay 

attention to Chilbo technique and used it in their artworks as Chilbo 

gained attention in Korean society. Artists who thought of Chilbo as art 

were those who built their ego as artists when getting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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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rt colleges and made a Chilbo coterie.

Also, learning Chilbo as a hobby gained popularity after ‘Seoul 

Chilbo research center’ and ‘Dorajang’ had started offering Chilbo 

lectures for adults and homemakers. For-profit private art institutions 

conducted and offered Chilbo learning programs for homemakers who 

wanted to make extra money. Soon, people who started Chilbo as their 

hobby learned Chilbo techniques and either started their own institutes 

or started to teach people at community centres. This led many people 

have more access to Chilbo techniques and Chilbo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hobbies among homemakers.

After then, however, Chilbo was in decline. In the mid-1970s, 

South Korea’s profitable export industry changed from light industry to 

heavy chemical industry and for-profit private craft and art institutions 

and small businesses which had focused on producing export goods 

were out of business after losing buyers. Also, after 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Koreans to travel abroad, people had more access 

to Western modern designs and the demand for Chilbo was in decline 

as more and more people started to think of it as out of fashion. 

Another factor that contributed to the fall of Chilbo was decline in the 

quality of Chilbo products after the popularization of Chilbo.  Currently, 

a few Chilbo products are consumed in accessories and wedding 

present markets and only some artists and people craft Chilbo as their 

artworks or for hobby.

The concept of modern craft first emerged in South Korea in the 

1960s by art colleges and people who studied in western countries and 

understood what modernity is. Modern Chilbo was also spread by 

people who learned Chilbo abroad but they focused not only o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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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lone but on many areas including developing commercial 

Chilbo products, spreading Chilbo techniques for those who learn them 

as hobby, and making their own artworks. Therefore, in the transition 

period when the concept of modern craft was first established, Chilbo 

gained exceptional popularity in Korean society, but failed to solve 

problems stemmed from its excessive variety and failed to change itself 

when government policies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d. This led to 

the fall of Chilbo, which failed to describe itself as one category 

among product, art and hobby.

Key words : enamel, chilbo, korean enameling, 

 contemporary enameling, contemporary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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