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예·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 

 

 

금태칠 기법의 현대적 활용에 

의한 금속 작품 제작 연구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고상 

 



금태칠 기법의 현대적 활용에 

의한 금속 작품 제작 연구 

 

 

지도교수 서 도 식 

 

이 논문을 공예·디자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고상 

 

고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12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국문초록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공예의 기법 중에서도 금속공

예와 옻칠공예는 둘 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예 기술의 결합으로 금속 기물

에 옻칠을 하는 금태칠이라는 공예기법이 생겨났다. 청동기 시대

에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금태칠 기법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옻칠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

듭해왔다. 또한, 금태칠기는 금속재료의 견고함과 옻칠도막의 방

식성 등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공예가들의 작품제작

에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는 위와 같은 금태칠기의 역사와 활용 사례를 

한국, 중국, 일본의 유물과 한국의 현대공예작품 등을 통해 알아

보고, 그 연구의 결과로서 금태칠 기법을 활용한 금속 기물을 제

작하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서론에서는 

금속재료가 갖는 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속작품의 표면에 

옻칠을 입히는 금태칠 기법을 연구하기로 한 배경과 연구동기, 

그리고 연구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론에서는 첫째, 가장 오래된 금태칠기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의 금태칠기 유물을 차례로 

소개하였고, 둘째 다양한 옻칠 기법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 중, 일의 과거 유물에서부터 현대공예가의 작품에 이

르기까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한국의 현대 금속공예가 중에



	 ii	

서 금태칠 기법을 작품제작에 활용하고 있는 두 명의 작가 사례

를 알아보았다.  

 

  작품연구는 주로 금속공예 기법으로 형태를 제작하는 조형 연

구와 옻칠공예 기법으로 색과 무늬를 표현하는 표면처리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작품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금속과 옻칠이 잘 결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금태칠 기

법의 샘플 연구를 선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품 제작에 활용하

고자 했다. 금속공예 기법 면에서는 주로 판금성형과 은땜접합을 

이용하여 형태를 완성하였다. 이후 완성된 금속 작품에 부분적으

로 옻칠을 함으로써 금속과 옻칠 두 가지 재료의 색과 질감대비

를 강조할 수 있는 기물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금태칠 기법을 활용하여 기물을 제작하며 얻을 수 

있었던 기능적, 조형적 성과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기법이 금속 

공예가들의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주요어: 금태칠기, 옻칠, 금속 

학  번: 2016-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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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동기 

       

  이 연구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에 금태칠 기법을                   

적용하여 다채로운 분위기의 색감과 질감을 갖추도록 하려는 의

도에서 출발하였다. 금태칠 기법이란 금속재료의 표면에 자연의 

옻나무에서 추출한 옻칠을 입히는 기법으로서, 고대부터 활용되

어 왔던 공예기술이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 춘추전국 시

기에 이미 금태칠이 사용된 공예품과 그 기록이 존재한다.1 

        

  금속작품의 표면에 옻칠을 하는 금태칠 기법은 금속과 옻칠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활용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첫째, 금속 재료는 딱딱하고 잘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태칠을 하면 금속보다 약한 칠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둘

째, 옻칠을 주로 사용하여 형태를 제작하면 칠을 건조시키고 덧

칠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비해 금속재료로 형태작업을 먼

저 하면 작품형태를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셋째,  옻칠 재

료는 색이 다양해서 금속 재료가 갖는 색의 다양성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넷째, 옻칠은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2이 우수

해서 금속기물 표면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두 가지 

재료가 조합된 금태칠기는 내구성 강화, 부식 방지 등 서로의 부

																																																								
1
 내용 출처: ， 昊，「선진칠기의 중요한 고고학적 발전/先秦漆器的重

要考古 II 周 期」，『中 生漆/Journal of Chinese Lacquer』,2018, p.1. 
2
 고열에 견디고 부식을 잘 방지할 수 있고 살균효과도 우수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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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부분을 보완해줌으로써 오랜 시간 사용되어왔다. 그리고 옻

칠이 된 금속 유물은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좋으며, 현대의 금태

는 여러 가지 재료, 색채를 표현하는 방법과 어우러져 더욱 다양

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3  

   

물론, 금속공예 분야에서도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대공예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재료로는 금, 

은, 동, 철, 주석, 알미늄, 티타늄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금속 재료

의 색은 대개 금색, 은색, 구리색, 검은색, 회색 등이다. 금속이 

가진 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된

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금속재료의 물성을 이용하여 부식이나 

전기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색을 얻는 착색기법이다. 부식을 이용

하는 방법 중에는 동, 철 등의 재료 위에 녹을 입히는 파티네이

션 기법이 주로 쓰이고,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한 기법으로는 티타

늄, 알미늄 등의 재료 위에 적용하는 애노다이징 기법이 있다. 

둘째, 다른 물질을 표면에 입히거나 타재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물질을 표면에 입히는 기법으로는 칠보, 옻칠을 이용하거나 

도금을 하는 것 등이 있고, 타재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대 장신

구 작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플라스틱, 가죽, 나무 등 그 종

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재료와 금속을 결합하여 색의 한계

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옻칠은 인체에 무해하고 자

연재료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리고 옻칠 기법 중에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있어 금속 

작품 제작에 활용한다면 표현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어 연구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3
우리공예·디자인리소스북, 『한눈에 보는 옻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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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및 범위 

 

  본격적인 작품 제작에 앞서 우선 여러 가지 옻칠 기법을 살펴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옻칠은 전 세계적으로 600 여 종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옻액을 채취할 수 있는 옻나무는 주

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지질학적 원인으로 옻칠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

아 국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고, 옻칠 기법도 아시아 국가에서 주

로 발전되어 왔다.4 국가마다 그 기법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국의 옻칠 기법을 알아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런 작

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 논문의 작품에 적용할 옻칠 기법을 선

택하고 연구 작업에 적용한다. 

  작품 연구는 주로 형태를 제작하는 금속 조형 연구와 색깔과 

무늬를 표현하는 옻칠 표면처리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우선 금속과 옻칠이 잘 결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금태

칠과 관련된 샘플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

를 기록하여 작업할 작품에 활용할 것이다. 금속 작품은 주로 금

속 판금과 은땜 기법을 사용하며 완성된 금속 작품에 부분적으

로 옻칠을 함으로써 기물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고 금속과 옻

칠 두 가지 재료의 색감과 질감대비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 

 

 

																																																								
4
 우리공예·디자인리소스복, 『한눈에 보는 옻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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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태칠 역사와 기법 

 

1. 금태칠의 역사 

 

  금태칠기는 금속 표면에 옻칠을 입힌 기물이다. 금태칠기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옻칠공예와 금속공예를 모두 설명해야 한

다. 왜냐하면 금태칠기는 두 가지의 전통 공예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속공예품은 청동기 시대 금속이 발견된 후에 인간의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어 왔다.5 금속공예는 쓰이는 재료에 따라 귀금

속공예와 일반금속공예로 나눈다. 금ㆍ은 또는 백금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귀금속공예는 주로 장신구를 만드는 공예이고, 구리나 

철 같은 것을 쓰는 금속공예는 일상생활용품이나 도구, 기계와 

같은 것을 만드는 공예로 금속공예의 주종을 이룬다.6  

 

  1977년 저장성 위야오 하모도 원시 사회 유적（Hemudu Site）

의 고증에 따르면 이미 7000여 년이 된 목태 주칠 그릇은, 탄소

14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칠기로 알려져 있다.7 

중국 송나라 시대에 옻칠 공예는 복잡한 절차와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목태를 잘 갈아서 광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옻칠을 간단

																																																								
5
 실생활에 가장 필요했던 토기 및 석기와 함께 신석기시대에는 목기, 골가기, 

패제품 등의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청동기시대가 되면 이러한 생활도구 이외에 

새로이 야금(冶金)주조(鑄造)가공(加工)기술이 더해져 금속공예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리포트 월드],<금속공예 역사>, 2011.03.17. 
6
 [네이버 지식백과] 금속공예 [金屬工藝] (금속용어사전, 1998. 1. 1., 성안당). 
7
 내용 출처: 한국공예관, 『不二 漆·불이선칠·한·중·일 옻칠대전』, 2010,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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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랐다. 이후 춘추전국시대에 옻칠 기법이 갈수록 발전되어

다양해졌고 진.한시대에 이르러서는 옻칠 공예의 전성기가 시작

되었다.8  

 

 

 

[도판 1]목태 주칠 그릇9 

 

금속 기물은 목태 기물에 비해 견고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으며, 또한 목태와 같은 수축과 팽창 현상이 일어나

지 않아서 기본 옻칠 처리를 하고 칠이 잘 부착되면 옻칠 박막

이 잘 분리되는 일이 없이 오랜시간 보존할수 있다. 또한 금속 

기물에 입힌 옻칠 박막은 부식과 산화방지 등 효능이 있어서 금

속 기물에 옻칠을 하는 금태칠기 기법이 개발되고 금태칠기를 

제작하는 시대가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10  

   

																																																								
8
 내용 출처: https://baike.baidu.com/item/中 漆/8636930?fr=aladdin. 

9
 이미지 출처: http://image.baidu.com. 

10
 내용 출처: , 『금태칠기 연구-금속태뼈의 연혁/金 胎漆器 究- 金

胎骨的沿革』, 2014，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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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칠기의 발전은 청동기의 청동재료의 발견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청동 주조 공예는 그 제작공정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청동재료 자체도 불안정해서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당

시에 청동 기물에 옻칠을 입혀서 부식과 산화를 막은 것으로 보

인다. 가령 1979 년 중국 하남 라산전호（ 山天湖） 상조무덤에

서 나온 세 동정（ 鼎）들은 청동바탕에 옻칠공예를 한 최초의 

금태칠기로 보인다.11 따라서 금태칠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도판 2] 신부신정12   

 

 

 

 

 

 

 

        [도판 3] 신부이정13         [도판 4] 시정14 

																																																								
11

 내용 출처: , 『금태칠기 연구-금속태뼈의 연혁/金 胎漆器 究- 金

胎骨的沿革』, 2014，p.195. 
12

 이미지 출처: https://www.lw5u.com 
13

 이미지 출처: https://www.lw5u.com 
14

 이미지 출처: https://www.lw5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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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2] 신부신정（息父辛鼎）의 높이는 39.5、구경은 24.2센

티미터이다. 배의 내벽에는 ‘신부신(息父辛)’이라는 명문이 새겨

져 있다. 신부신정의 배에는 총 여섯 그룹의 도철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윗 부분에서 있는 세 그룹의 도철 문양은 그룹마다 ‘기

(夔/KUI)’문 네개로 되어 있고 중간부분은 ‘페릉(扉 (기물 위

에 돌기 형태 로 나와 있는 선)15，운뢰문을 속창으로 한다. 배 

아래 부분은 ‘기(夔)’문으로 된 새 그룹의 도철문이 새겨져 있다. 

중간은 ‘페릉(扉 ’와 ‘기(夔)’ 이어서 운뢰문을 속창으로 한다.  

다리부분은 운뢰문과 삼각문이 새겨져 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동정은 산화해서 녹이 생기기 쉽고 색감이 단일하며, 옻칠은 

색깔이 다양하고 장식적인 미감이 있고 공예도 간단하기 때문에 

문양의 도랑은 흑칠이 발라져 있다.16 이 동정은 조형이 장중하

고 문양이 분명해서 천하 무덤에서 나온 세 동정들 중에 금태칠 

기법을 이용한 제일 큰 동정이다. 

 

  [도  판  3] 신부이정의 높이 18.1、구경 17센티미터.배의 내

벽에 “신부이(息父乙)”명문을 세개 주조한다. 몸통 부분에 음선

에 흑칠로 채워 그린 도철 문양 세 그룹을 그렸다. 

 

  [도  판  4] 시정의 높이 19.7,구경 15.5 센티미터. 밑의 부분

은 기둥 같은 다리가 세 개 있다. 몸 안에 “시(息)”글씨를 주조

한다. 몸 부분은 운뢰문을 바탕으로 [도판 3]과 같이 음선에 흑

칠로 채워 그린 수면문양을 그렸다. 

 

 

 

																																																								
15

 내용 출처: 金信周，『계희방존 명문 연구/季姬方尊 銘文 硏究』，2016. 
16

 내용 출처: , 『금태칠기 연구/金 胎漆器 究』, 2014，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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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중국의 경우에는 1979 년 중국 하남 라산전호 상조무덤에서 

세 개의 금태칠 동정들이 나온 이후로도 금태칠기를 만들었던 

기록이 계속 발견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금태칠기 이외에도 금속

과 옻칠을 함께 작업하는 다른 공예기법들이 생겨났다. 그중 한 

예가 바로 금은평탈 기법이다. 금은평탈 기법은 금속 상감기법과 

옻칠 기법이 결합된 공예 기법이다. 최초의 금은평탈 기법은 금

은실을 기물 표면의 무늬로 끼위 넣는 금은착이란 기법에서 발

전된 것이다.17 

 

  기원전 16 세기의 중국 상나라는 금은 같은 귀한 금속을 두드

려서 금속박을 만드는 공예 기법이 생겼지만 그 당시의 공예 수

준이 낮아서 금은박을 잘 활용할 수 없었다. 상나라에 이어서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공예수준이 향상되었고 금은실을 기물 

무늬로 끼워 넣는 금은착이란 기법이 생겼다. 당나라 시대에는 

공예장인들이 공예 기법을 발전시켜 두드린 금은박을 옻칠로 칠

기기물에 붙인 다음에 옻칠을 반복적으로 바르고 마지막으로 화

려한 느낌의 금은박이 나올 수 있도록 표면을 사포질로 곱게 가

는 금은평탈 기법이 생겼다. 

 

당나라 시대 금은평탈 기물의 종류는 아주 많다. 기물태의 재

료에 따라서 구분하면 나무속、금속속、옥속 등이 있다. 사용범위

에 따라서 구분하면 주기、취사 도구、다구、식기、장식품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7

 내용 출처: https://baike.baidu.com/item/金 平 /1082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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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금은평탈사난함수문동경 (唐四 金 平 )18 

 

  <금은평탈사난함수문동경>(唐四 金 平 )은 대표적인 

당나라 시대의 금은평탈 작품이다. 이는 동으로 형태를 만든 뒤

에 한면에는 옻칠로 금은박을 붙이고 옻칠을 더 입혀 평평하게 

만들고 마감한 동 거울이다. 이 동거울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형

인데 거울 뒷면 중앙에 동그란 단추를 붙여넣었다. 그리고 그 단

추의 주위에 은박으로 화초 그림을 그렸다. 동 거울 뒷면의 주요 

문양은 난새 세 마리가 띠를 입에 물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날아

가는 모양의 금박을 옻칠로 붙인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난새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새라고 생각했다. 또한 중국어로 긴끈이

나  띠를  뜻하 는  “ ”자 는  장 수 의  “ ”자 의  발음과 

똑같아서 장수의 뜻도 있다. 그러므로<금은평탈사난함수문동

경>은 장수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은 작품이다.19 

																																																								
18

 이미지 출처: 

http://sn.ifeng.com/art/con/detail_2015_11/02/4511870_0.shtml. 
19

 내용 출처: http://www.baike.com/wiki/唐四 金 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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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과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보다 금속 기물의 제작과 사용이 

더 빈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태칠 기법이 더 발전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수천년 전에 금태칠기를 제작한 기록

이 이미 존재하고 특히 신라시대 이후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보

면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로 흑칠호등

과 금은평탈보상화문경이 매우 중요한 보물이다. 

 

 

 

[도판 6]청동흑칠호등(靑銅黑漆壺燈)20 

 

흑칠호등 크기는 높이 14.7㎝, 폭 12.1㎝, 길이 14.9㎝로, 국

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호등이라는 것은 말을 탈 때 발

을 딛는 부분이다. 이 호등은 전체적으로 보면 슬리퍼 모양이 있

고 윗 부분에 말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사각형의 부분이 있으

며, 아랫 부분은 동글게 만들어졌다. 아랫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화초무늬와 물고기무늬가 있다. 그리고 호등 표면에 전체

적으로 흑칠을 발라서 중후한 느낌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출토된

																																																								
20

 이미지 출처: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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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신라시대 호등들이 아주 많지만 옻칠을 입힌 호등은 이 흑

칠호등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가치와 학술적인 가치가 아주 높

다.21  

 

 

[도판 7]금은평탈보상화문경22 

 

  <금은평탈보상화문경>，통일신라 8-9 세기, 지름  18.2cm, 국

립중앙박물관의 소장이다. 이 금은평탈보상화문경의 뒷면에 금, 

은, 옻칠 재료를 사용하여 금은평탈 기법으로 장식한다. 금은평

탈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얇은 금은박과 옻칠을 장

식재료로 하는 장식기법이고, 당나라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 동경의 무늬는 복을 상징하는 화초와 동물로 이루어져 있

다.23  

																																																								
21

 내용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물 제 1151호, 『청동 옻칠 

발걸이 (靑銅黑漆壺鐙)』. 
22

 이미지 출처: naver 지식백과, 한국 미의 재발견 – 목칠공예. 
23

 내용 출처: 우리공예·디자인리소스북, 『한눈에 보는 옻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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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금속작품에 옻칠을 하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메이지 시

대에는 ‘옻칠분야의 다빈치’라고 불리는 옻칠 장인이 있었는데, 

바로 시바타 제신(しばた ぜしん)이다. 시바타 제신은 옻칠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에 도전을 거듭하여 지금의 일본 

옻칠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철청칠’( 錆塗り)을 만들었다. 시바

타 제신이 ‘철청칠’( 錆塗り)로 만든 잘 알려진 작품 중에 [도

판 9]과 [도판 10]의 일본칼 자루가 있다. 이 두 작품은 공예기

술과 디자인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24 

 

  시바타 제신이 만든 이 일본칼의 자루 1 은 검은색이고 전체적

으로 철로 된 바탕에 옻칠을 겹칠하는 기법으로 생동감이 있는 

투구벌레를 그렸다. 

 

[도판 8]일본칼의 자루 125 

																																																								
24

 내용 출처:  영상(https://www.bilibili.com/video). 
25

 이미지 출처: https://www.bilibili.com/video/av13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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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타 제신(しばた ぜしん/Shibata Zeshin)이 만든 두 번째 

일본칼의 자루 2 는 보기에는 녹이 많이 슬었지만 이 녹은 자루

의 원래 색깔이 아니고 옻칠을 활용하여 일부러 만든 시각효과

이다. 이 일본칼 자루를 자세히 관찰하면 디자인이 매력적인 것

을 볼 수 있다.26 이 작품의 중앙 부분에는 보기 쉽게 しばた ぜ

しん 이름의 “是(시)”자가 있다. “ (진)”자는 생동감이 있는 개

미가 ‘ ’자를 3 밀리미터 지름의 동굴로 당기는 듯한 향상이 새

겨져 있다. 이 개미도 옻칠을 겹칠하는 기법으로 만든 것이다.27 

 

[도판 9]일본칼의 자루 228 

 

 

 

 

 

 

 

																																																								
26

 내용 출처: 영상(https://www.bilibili.com/video). 
27

 내용 출처:	https://www.bilibili.com/video/av13140433/, [ 上美的 宴·震

世界的日本].03.漆 的 芬奇 柴田是 ]. 
28

 이미지 출처: https://www.bilibili.com/video/av13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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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태칠의 기법의 활용 

 

2-1．옻칠공예 기법 

 

  옻칠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태칠기도 여러 가지

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옻칠기법은 칠화, 침금, 상감, 변

도, 퇴주, 건칠 등이 있다. 작업원리는 서로 비슷하지만 각 기법

마다 세부적 특성이 있다. 예를들어 상감 기법을 자세히 분류하

면 나전옻칠, 남각옻칠, 금은평탈, 보석상감 등이 있다. 

   

  칠화(Lacquer painting) 기법은 옻칠 기법 중에서 역사가 가

장 유구한 옻칠 기법으로 [도판 11]처럼 주로 붓으로 기물에 아

름다운 문양을 그리는 것이다. 이 기법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칠만을 사용하여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29 이는 중

국에 여러 가지의 옻칠이 아닌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칠화’

（옻칠 장식화/Lacquer decorative painting）와 다르다. 칠화 

기법은 광택을 낸 완성된 옻칠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중

국 ‘칠화’는 기법이 아닌 회화의 한 종류로, 옻칠을 비롯하여 다

른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써서 제작된 것이다.30 칠화 기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본 색은 흑색, 주색, 황색, 녹색 등이다. 이런 

색은 모두 광물 안료와 투명칠（透漆/주합칠）을 일정 비율로 혼

합해서 만든 것이다.31 고대에 이런 색칠, 흑칠과 투명칠 등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본 칠화 기법을 가지고 금칠화(Gold lacquer d

																																																								
29

 내용 출처:권상오,『칠공예·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조형사,1997,p.165. 
30

 내용 출처: 權純燮,『중국 현대 칠화의 형성과정고찰/中國現代漆畵의 形成過

程考察』, 동방대학원대학교, 2012, p.1-2. 
31

 내용 출처:권상오,『칠공예·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조형사,1997,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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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ing) 기법과 시회(Maki-e)32가 생겼다. 금칠화 기법은 금분

을 옻칠과 섞어서 만든 금색칠로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시

회는 옻칠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옻칠이 마르기 전에 금분을 쏟

아서 우아히게 만드는 기법이다. 칠화 기법은 간단하고 직접적인 

편에 속해서 구상적이고 생동적인 효과를 내기 쉽다. 

 

 

 

 

 

 

 

 

 

 

[도판 10] 전국시대 묘금은채칠봉황문이배(描金 彩漆 杯)33 

 

침금（gold inlay） 기법은 상칠을 하고 광택을 낸 옻칠 표면에 

뾰족한 바늘이나 칼 등 침금도로 문양이나 그림을 조각한 후, 접

칠로 닦아내고, 건조되기 전에 금,은박을 붙이거나 금,은,색분을 

넣는 기법이다. 침금 기법 중에 침금,침은,침색이 유명하다. 세 

																																																								
32

 내용 출처: Maki-e (蒔 , literally: sprinkled picture) is Japanese lacquer 

sprinkled with gold or silver powder as a decoration using a makizutsu or a 

kebo brush. Wikipedia. 
33

 이미지 출처: https://baike.baidu.com/pic/ 耳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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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침금 기법은 그 원리는 같지만 재료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즉 문양에 채운 재료의 종류를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34 

 

[도판 11]청나라 흑칠침금권지연함(黑漆 金 枝 盖盒)  

 

[도판 12]원나라 흑칠침금봉황문함(黑漆 金 盖盒)35 

																																																								
34

 내용 출처: 권상오,『칠공예·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 

조형사, 1997, p.195-197. 
35

 이미지 출처: https://imag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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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 기법은 끼워 넣을 재료에 따라 난각옻칠, 나전옻칠, 보석

옻칠, 상감금은평탈(평탈,평문)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모두 옻칠

의 우수한 부착 특성을 이용하여 재료를 기물에 붙이는 기법이

다. 고대로부터 옻칠은 아주 좋은 접착제로 사용되었다. 중국에

서 헤어지지 못하는 친한 사이를 “如 似漆”(찰떡같다)란 말로 

묘사하는데,36 그 중에 옻칠(大漆)과 풀（ ）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옻칠의 우수한 접착특성을 알 수 있다.  

 

[도판 13] 손대현 나전칠장37 

 

  변도 기법은 여러 가지 재료 및 색칠을 사용하는 옻칠 기법으

로, 현대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제작 과정이 다양하고 자

유로운 표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동감 있는 효과를 낼 수 

																																																								
36 내용 출처: For pronunciation and definitions of 如 似漆 – see 如膠似漆 

(“to cleave together as firmly and inseparably as glue and lacquer; to love 

each other dearly; to be closely bound together”). 

https://en.wiktionary.org/wiki/如 似漆.
 

37
 이미지 출처: https://search.naver.c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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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선호되는 기법이다. 변도 기법은 고대로부터 칠화와 목태

칠기 제작 과정 중에 많이 쓰여 왔다. 변도 기법은 다른 기법과 

달라서 다른 기법은 제작 전에 완성된 결과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변도 기법은 제작 전에 완성된 결과물을 거의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변도 기법은 울통불통한 옻칠주름을 제작한 후에 

연마를 하는 것이 제작의 핵심이어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변도라고 부르지만 문화가 다른 일본에서 ‘가와리느

리( わり塗り/ KAWALINURI)’라고 하고 중국에서 “장휴(璋髹)”

나 “변도( 涂)”라고 한다. 변도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할 때 항

상 주름이 생기지만 옻칠점을 찍는 방법으로도 울통불통효과를 

낼 수도 있다. 주름이 생기는 방법은 옻칠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

다. 즉 옻칠을 두껍게 바르면 큰 주름이 생기는데 얇게 바르면 

작은 주름이 생긴다. 주름이 생기는 과정 중에 두께를 다르게 만

들기 위해 다른 재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곡물, 실크

스크린 등을 이용한다. 점을 찍는 방법은 옻칠 붓으로 기물에 옻

칠을 찍고 두께를 다르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중국에

는 옻칠 점을 찍는 기법으로 아주 유명한 기법이 있는데, 바로 

“시피칠(犀皮漆/Rhinoceros leather lacquer)”기법이다. “犀皮漆”

기법으로 한 표면을 보면 코뿔소 피부의 느낌이 있어서 “犀皮漆”

이라고 부는다.38 중국 안후이성에는 ‘犀皮漆’ 기법에 통달한 간

을가(甘而可)라는 장인이 있었다.39 

 

 

																																																								
38

 내용 출처: 王 , 「코뿔소 가죽무늬 칠기에 대한 논의/) 犀皮漆器」, 

『收藏家/ Collectors』, 2013/11, p.14-15. 
39

 내용 출처: 「간을가-중국 공예미술 마스터/中 工 美 大 甘而可」，

『雕塑/Sculpture』，2013/S1，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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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중국 간을가(甘而可)의 ‘犀皮漆’작품40 

 

퇴주 기법은 벌써 천여년을 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예기법이다. 퇴주 칠기는 공예순서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

리는데 조형이 중후하고 화려하며 우아한 느낌이 있다. 퇴주 기

법은 일반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재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주는 주칠을 수십 회에서 수백 회 이상 반복해서 바

르고 문양을 조각하는 기법이다. 퇴주의 주칠은 보통 칠을 할 때

의 주칠보다 주분의 양을 많이 넣어서 만든다. 중국에서 퇴주를 

‘척홍(剔 )’이라고 한다. 흑칠, 황칠, 녹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40

 이미지 출처: http://imag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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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퇴흑’, ‘퇴황’, ‘퇴록’이라고 한며 이러한 것을 총칭하여 ‘퇴주’

라고 한다41 . 

 

 

 

(좌)[도판 15]중국 작가 조검석의 퇴주 접시 42 

（우）[도판 16] 장성 퇴주흑구름문칠함( 成造剔犀云 漆盒)43 

 

  건칠 기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고, 고대에는 협저 혹은 색

이라고 말하였다. 고대 불상과 고승의 상에 나타난 건칠을 ‘색’

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이를 ‘협저’라 부른다.44 건칠 기법으로 제

작한 칠기는 다른 칠기에 비해 딱딱한 재료심을 사용하지 않는

데 삼베나 천을 여러 겹으로 바르고 칠을 거듭하고 제작한 것이

다.45 건칠 기법을 할 때 원하는 두께를 만들고 부드럽고 연한 

삼베나 천의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옻칠과 함께 흙이나 기

와가루를 혼합하여 바른다. 한국에서 흙(토분)을 사용하는데 중

국은 기와가루를 쓴다. 건칠 기법은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많

은 칠과 흙, 기와가루를 써서 두께를 만든다. 

 

																																																								
41	 내용	 출처:	권상오,『칠공예·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조형사,1997,p.200.	
42	 이미지 출처: http://image.baidu.com.	
43	 이미지 출처: http://image.baidu.com.	
44	 내용	 출처:	권상오,『칠공예·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조형사,1997,p.146.	
45	 내용 출처: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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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탈태주칠국판식접시( 胎朱漆菊瓣 )46 

 

흙과 기와가루는 모두 건칠 기법을 할 때 쓰이는 재료인데 차

이점이 있다. 흙 재료는 황갈색의 입자가 고운 가루인데 기와가

루는 모두 회색이고 입자가 거친 것부터 고운 것까지 다양하는

회색 것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와가루는 40-80 번의 굵은 

가루, 80-300 번의 중등 가루, 300 번 이상의 고운 가루로 구분

할 수 있다.  굵은 가루는 작품의 두께를 만들 때 주로 쓰이는 

것이다. 중등 가루와 세밀한 가루는 작품 표면을 평평하고 반들

반들하게 만들 때 주로 쓰이는 것이다.  

 

																																																								
46	 이미지 출처: 

http://www.dpm.org.cn/collection/lacquerware/232150.html?hl= 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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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토분 

 

 

  

 

[도판 19]기와가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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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금태칠 기법의 현대적 활용 

 

금속기물에 옻칠을 하면 보기 좋은 것 외에 금속기물의 기능

도 좋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속 재료로 만든 식기 대부분

이 부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옻

칠은 우수한 살균 기능도 있어서 대장균 같은 세균을 죽일 수 

있고 사용자가 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47 

 

옻칠을 생산하는 산지가 중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동북아시

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태칠의 발전도 동북아시아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 그런데 중국, 일본, 한국의 세 나라에서 발전된 옻

칠공예 기법의 특성이 달라서 금속기물에 옻칠기법을 하는 금태

칠의 기법도 각자 다르게 발전되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이

루어진 국가라서 수많은 해양 생물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비

해 나전옻칠을 많이 해왔다. 또한 현대에는 나전옻칠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나전옻칠을 주로 연구하는 미술관(통영 옻칠미

술관)도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48 반면에 중국

은 땅이 넓어서 고대에는 지역 간의 정보교환이 어려웠기 때문

에 각 지역마다 다양한 옻칠공예 기법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중

국 남부 복건성은 건칠기법을 잘 활용하고 칠기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1949 년 신중국이 생긴 후에 중국 옻칠공예 예술가 교십

광（ 十光）이 전통공예기법인 옻칠을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도입

하면서 회화적인 옻칠기법을 연구한 것이 오늘날 중국의 칠화로 

발전되었다. 일본 칠기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시회(Maki-e)과 

																																																								
47

 내용 출처: 김영성, 『천연 옻칠 위생 살균도마- NATURAL LACGUER 

CUTTING BOARD』, 대한민국특허청, 2007. 
48

 내용 출처: 통영 옻칠미술관, http://www.ottch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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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휴49(素髹 /Monochromatic Lacquer Painting)에 더 집중하여 

발전되어왔다.  

 

 

 

[도판 20]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옻칠공예50 

 

  현대 공예에서 금태칠기는 전통금태칠기의 기법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특한 표현 연구를 거듭하여 발전을 하고 있다. 많은 금

태칠기 작가들 중에 독특한 작업 연구를 하고 있는 세 명의 작

가를 그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서도식 작가이다. 금속 공예가인 그는 

최근 금태칠기 기법으로 다양한 표현기법을 시도하고 있다. 금속

재료와 옻칠의 질감과 색감대비를 주로 강조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조형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금속이나 옻칠기법으로 형태가 복잡

한 작품을 제작할 때 시간을 많이 걸리고 힘을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판 19]의 작품이 그러한 

예이다. 작품 외부는 금속 판금기법으로 제작한 알루미늄 형태인

데 외면에는 망치질로 무늬를 내고 소박하고 거친 효과를 냈다. 

내부에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조형물을 끼워넣어 두 가지 재

																																																								
49

 수휴(素髹/Monochromatic Lacquer Painting)는 기본의 생칠 처리를 한 

후에 단일한 옻칠을 코팅하는 기법이다. 
50

 이미지 출처: http://image.baidu.com，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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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보여주는 상반된 매력이 드러나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옻칠

로 화려한 색감효과와 연한 질감을 주었고 외부와 강한 대비가 

되게 한다.51 

 

 

 

[도판 21]서도식_On The Road52 

 

한편, 이승원 작가는 주로 옻칠을 한 식기를 만드는 작가다. 

그녀의 작품에는 칠화 기법을 이용하여 회화적인 표현을 하고자 

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작품 대부분은 흑칠로 칠하여 검은색을 

주된 색조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검은색 색조에 변칠기법이나 코

팅기법으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작품에 여러 가지 색감이 어

우러지도록 하였다. 작품의 형태는 주로 자유롭고 재미있는 테이

																																																								
51

 내용 출처: https://blog.naver.com/dalloway7374/221344725450. 
52

 이미지 출처: https://neolook.com ，On The Road 서도식 개인전, 갤러리 

로얄(GALLERY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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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웨어 형태이고, 색감은 여러 가지의 색과 흑칠을 결합하여 사

용했기 때문에 중후한 느낌과 함께 독특한 효과가 나타난다.53 

 

 

 

[도판 22]이승원의 'tableware-1’54 

 

그리고 대만의 현대 공예가인 천국진( 珍)은 옻칠과 금속 

재료를 활용하고 금태칠기 제작에 집중하는 작가다. 이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이 금태칠 기법으로 제작된 장신구이다. 그 작품 

<화조풍월>은 여덟 개의 작고 아름다운 화병들로 구성되어 서양

의 추상적 개념과 동양의 고전적 미감을 둘다 표현하는 장신구 

작품이다. 재료로는 옻칠, 금, 은, 티타늄, 알루미늄 등의 여러 

가지 금속이 쓰인다.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금속 재료와 투조기

																																																								
53

 내용 출처: JISIKWORLD, 『금속공예가 작가 탐방, 이승원작가를 

알아보다』,2013. 
54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vogoze/220357019716,  

 [갤러리보고재]이승원의 'tableware', gallery VOG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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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활용하여 꽃이 자연스럽게 피는 형태를 제작한 후에 옻칠

을 입혀서 자연의 따뜻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23]대만 작가 천국진（ 珍） 작가의 금태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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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작품연구 

 

1. 금속형태에 옻칠공예 기법의 활용 

 

1-1．제작과정 

 

  금태칠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옻칠기법이 복잡하고 까다로

울 뿐만 아니라 말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다습한 환경도 필요

해서 옻칠 처리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먼저 기본적인 옻칠 준비를 하기 전에는 옻칠이 금속 기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잘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도판 24]

처럼 금속기물의 표면을 사포질이나 샌드 블라스트 기계(Sand 

blasting machine)로 미리 거칠게 연마해야 한다. 먼지 등 불순

물이 없게 칠할 수 있도록 옻칠을 [도판 25]처럼 칠지(여과지/

)로 깨끗하게 걸러야 한다. 

 

  

 

(좌)[도판 24] 금속면 연마 작업 

(우)[도판 25] 옻칠 여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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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준비 작업을 끝낸 후에 나중에 옻칠기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생칠을 최소 세 번이상(초칠, 중칠, 상칠) 칠해야 

한다.55 왜냐하면 생칠과 흑칠을 뺀 다른 색칠들은 모두 광물안

료와 옻칠을 경화시킨 투명칠(透漆)을 섞기에 부착력이 생칠이나 

흑칠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생칠을 바를 때에는 점성

이 있는 생칠을 금속 표면에 잘 칠하기 위하여 테레핀유( t

urpentine oil)과 1:1 의 비율로 섞어 사용해야 한다. 고유한 나무

결과 색감 등을 살리기 위하여 칠하고 닦는 과정을 반복하는 접

칠 기법56을 제외하고 모든 옻칠 기법은 하기 전에 위와 같은 기

본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상칠을 한 후에 옻칠 표면이 깔끔해 

보여도 이후에 작업할 다양한 옻칠 기법이 잘 밀착되게 하기 위

하여 사포 번호 1000 번~2000 번의 사포질을 하고 표면이 무광

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좌)[도판 26] 옻칠과 테라빈유의 혼합 

(우)[도판 27] 초칠하기 

 

																																																								
55

 내용 출처: 우리공예·디자인리소스북, 『한눈에 보는 옻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p.59-60. 
56

 접칠: 도막이 얇으므로 나무의 고유한 나뭇결과 색감, 재질감 등을 살릴 수 

있는 기법이다, 우리공예·디자인리소스북,『한눈에 보는 옻칠』,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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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본적인 처리를 한 후에 필요할 옻칠 기법을 선택

하여 사용하였고, 옻칠 박막이 완전히 마른 후에 사포질을 잘 하

고 광택을 내어 작품을 완성하였다. 

 

 

 

[도판 28] 중칠하기와 상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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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샘플 제작  

 

금태칠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금속으로 

만든 형태에 옻칠을 하는 샘플을 다수 제작했다. 

 

 

 

 

[도판 29] 샘플-1<숟가락> 

 

샘플-1<숟가락>은 금속 황동선을 말고 땜으로 붙인 후에 망

치질로 제작한 숟가락이다. 형태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

록 양쪽에 크고 작은 두개의 숟가락을 붙여 제작했다. 숟가락은 

주로 한 사람의 사용자를 갖는 사물이기도 하고 항상 손으로 사

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문을 황동선 문양으로 표현해 보았다. 

황동 식기는 많이 사용하면 손의 땀으로 인해 산화되고 녹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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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쉽기 때문에57 숟가락을 완성한 후에 산화 방지를 위해 생

칠과 식용유를 10:1 의 비율로 섞어 만든 생칠로 접칠58을 하여 

숟가락 표면에 얇은 옻칠 박막을 만들 수 있다. 칠을 하고 표면

을 닦아내는 접칠기법의 특성상, 황동선의 틈 사이에만 생칠이 

남기 때문에 사람의 지문 문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에 

가마에서 200℃로 20 분을 구워서 녹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도판 30] 샘플-2<그릇> 

 

샘플-2<그릇>은 황동 선을 말고 땜으로 접합하여 제작한 그

릇이다. 황동 선을 말아 붙이여 생겨난 틈이 자연스럽게 남아서  

																																																								
57

 내용 출처: https://terms.naver.com，황동: 구리에 아연을 첨가하여 만든 

합금으로 놋쇠라고도 하는데 청동과 함께 중요한 구리합금을 이룬다. 

 https://zhidao.baidu.com，아연 산화: 2Zn+O2==2ZnO. 
58

 내용 출처: 접칠(도막이 얇으므로 나무의 고유한 나뭇결과 색감, 재질감 

들을 살릴 수 있는 기법이다), 우리공예·디자인리소스북, 『한눈에 보는 

옻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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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공간감의 미감이 생긴다. 이러한 틈은 조형적 요소로 기

능할 뿐만 아니라 틈 사이로 수분이 빠질 수 있는 기능적인 용

도도 있다. 옻칠 부분은 샘플-1 보다 접칠을 안 하고 생칠을 더 

두껍게 발랐다. 샘플-1 에 사용한 접칠 기법은 옻칠박막의 두께

가 얇아서 금속재료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반면, 반복해 사용할 

경우 일부가 닳거나 깨지는 등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다. 하지

만 샘플-2 는 생칠을 두껍게 발랐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한 단점

을 피할 수 있다. 

 

 

 

 

[도판 31] 샘플-3<회전> 

 

샘플-3<회전>은 앞서 샘플-2 의 작업에서 금속선으로 작품을 

만든 후에 더 입체적인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제작한 작품이다. 

황동 선을 자유롭게 말아서 공 형태의 기물을 만들었다. 황동선

을 자유롭게 말았기 때문에 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겉면

에는 옻칠을 하지 않고 무늬망치로 친  망치자국을 살려 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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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느낌을 주었다. 안쪽 부분은 생칠을 한 후에 흑칠을 깔끔하

게 발라서 더욱 어두운 효과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려한 

황금색 표면을 보는 동시에 안쪽의 어둡고 검은 옻칠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속과 옻칠의 색감 대비와 질감대비가 잘 드러난

다. 

 

 

 

 

[도판 32] 샘플-4<부식무늬 샘플> 

 

샘플-4<부식무늬 샘플>은 금속 표면의 질감 변화를 더욱 적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제작한 샘플이다. 금속 판재에서 어떤 문양

을 방부식제로 그린 다음에 부식처리를 했다. 부식되지 않고 남

은 문양보다 높이가 낮은 부분에 옻칠을 하여 메웠다. 부식을 했

을 때 부식 시간이 오래될수록 문양의 요철이 도드라지고 더 다

양한 옻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샘플-3 은 옻

칠과 금속의 대비를 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샘플-4 는 부식을 

통해 틈없이 한 화면에서 금속과 옻칠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

에 금속과 옻칠의 대비를 더욱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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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3] 샘플-5<망치무늬 샘플> 

 

  샘플-5<망치무늬 샘플>은 샘플-4 와 반대로 무늬망치로 무늬

를 쳐서 높이가 낮은 작은 요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무늬의

홈 부분이 낮고 넓지 않아서 복잡한 옻칠 기법을 적용할 수 없

지만 금속표면 자체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한두번의 간단한 옻

칠 작업만으로도 독특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무늬망

치를 사용하는 작업은 장단점이 모두 있다. 장점은 다양한 망치 

무늬에서 색다른 표면질감을 얻을 수 있는 점이다. 단점은 무늬

를 친 낮은 부분이 좁아서 옻칠 재료 자체의 색이나 질감 표현

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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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작품연구  

 

2-1. 금속선을 활용한 금태칠 작품 

 

[작품 1] <회전하는 공간-1> 

 

  금속 선을 말아서 샘플 연구를 했을 때 금속 선을 말고 때워

서 틈이 무작위로 생기면서 어느 정도의 규칙성도 나타낼 수 있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대한 우주에는 무궁무진한 은하가 있으며 은하마다 무궁무

진한 천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천체들은 어느 규칙과 궤적을 

따라 모두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단일 

형상의 금속 선을 말아서 회전하는 수많은 동심원을 만들어서 

천체의 회전하는 궤적을 표현했다. 또한 금속선을 말면서 땜으로

때워서 작품의 안정감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금속선의 반복에

의한 동심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공간의 규모도 확대되는 효과가

생겨났다. 

 

  형태를 성형하고 나서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금속선으로 구성

된 기물 표면에 금속 선이 회전하는 궤적을 따라 무늬망치로 질

감을 만들었다. 금속 선에 무늬 망치로 쳤을 떄 선의 너비가 넓

어지고 기물의 형태도 높아졌다. 그리고 기물 표면에 흑칠을 발

라 땀에 인한 부식을 방지하였으며, 내부에는 금속선 원래의 색

깔을 보존하여 대비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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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작품 1 조형 제작과정 

 

 
 

 [도판 35]작품 1 표면 무늬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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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회전하는 공간-1>  

황동,옻칠 / 150x150x210mm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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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회전하는 공간-2> 

 

  금속 선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했을 때 금속 선을 틈없이 때

우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틈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작품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적동 선을 단조하였고 굵기

가 다양한 금속 선들을 제작했다. 그것들을 말아서 땜으로 접합

해서 작품의 뼈대를 만들었다.  구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3mm의 굵은 적동 선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뼈대를 제작한 후에 건칠 기법으로 칠하였다. 우선 

금속 선 사이에 틈이 없어지도록 작품 안쪽 부분에 삼베를 옻칠

로 붙였다. 그리고 작품의 표면을 평평하고 반들반들하게 만들기

위하여 옻칠과 기와가루를 섞어서 작품 안쪽과 겉에 발랐다.  

 

  마지막으로 색깔 처리 부분은 기물 안쪽에는 흑칠을 하고 겉

에는 변도기법으로 여러 가지의 색을(빨간칠、녹칠、노란칠、하얀

칠과 오렌지칠)을 칠했다. 말린 후에 사포질을 하고 광택을 내서 

최종적으로 여러 겹의 칠이 얼룩무늬가 드러나도록 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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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회전하는 공간-2> 

적동,옻칠,기와가루,삼베 / 100x100x22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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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나이테> 

 

  시간이 흐르면 자연 속에 수많은 흔적이 남는다. 그 한 예가 

나이테다. 작업을 할 때 긴 시간의 가공을 통해서 만든 작품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작품 3]<나이테>는 세월과 시간을 

중요한 모티브로 삼아 금속선을 말아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의 주요 부분은 금속 선과 금속 판재로 구성된다. 금속 선

부분은 황동선을 말아서 제작을 한다. 제작하기 전에 굵기가 다

른 황동 선 표면의 수많은 망치자국으로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

기 위하여 황동 선을 단조한다. 그리고 황동 선은 말아서 나이테

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동심원을 구성한다. 또한 표면처리 단계

에서는 색상과 질감에서 대비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황동 선에 

흑칠을 바르고 사포질을 했다. 

 

  

[도판 36]작품 3 제작과정     [도판 37]작품 3 세부 

 

  금속 판재 부분은 주로 판금 기법으로 이루어진다. 제작된 판

재에 망치로 나이테의 원형 흔적을 따라 무늬를 내고 안쪽 부분

의 황동선과 조화를 이루는 효과를 낸다. 마지막으로 안쪽의 검

은 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황화칼륨으로 착색했다. 착색한 후에 

금속 재료가 산화되지 않도록 표면에 접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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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나이테> / 황동,적동,옻칠 / 300x300x50mm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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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꽃> 

 

  작품 4<꽃>은 꽃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작품이다. 꽃은 송

이마다 모양이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오목한 기물의 

기본 형태와 닮아 있다. 

 

  작품 4<꽃>은 이전의 작품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작품 4 는 한 

가닥의 금속 선을 말아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적동 선을 잘라서

얻은 짧은 선을 꽃 모양으로 붙여서 제작한 작품이다. 이전의 작

품들을 제작했을 때 모두 은땜으로 붙였는데 기본 뼈대의 강도

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짧은 선을 모두 용접으로 붙여 제작했

다. 

 

  기본 뼈대를 만든 후에 짧은 선들 사이의 틈을 건칠기법으로 

메워서 면을 만들었다. 다음에 작품 표면을 평평하고 반들반들하

게 만들기 위하여 거친 정도를 따라 점차적으로 사포질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적동 선이 나오고 꽃잎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적동 선 위의 옻칠을 부분적으로 사포질을 하여 드러난 

적동 선의 형태로 꽃잎모양이 나타나게 하였다.  

 

  작품 4 를 제작했을 때는 사용한 금속 선이 납작하게 부서진 

적동이고 옻칠 처리 부분에 기와가루를 많이 쓰지 않고 옻칠을 

많이 써서 다른 작품들보다 무게가 더 가볍고 전체적으로 더 강

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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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꽃>, 적동,삼베, 옻칠,기와가루, 250x250x15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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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속 판재를 활용한 금태칠 작품 

 

【작품 5-1】<봄-1> 

 

<봄-1>은 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작품은 주로 판금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금속판재로 제작된 기물

의 단면이 얇기 때문에 날카로워 보이지 않도록 기물의 테두리

에 밴드형의 전을 만들어 붙였다.  

 

 
 

[도판 38]작품 5 제작과정 

 

금속 부분을 제작한 후에 작품 안쪽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하

여 우선 건칠기법을 사용했다. 다음에 변도 기법을 이용하여 좁

쌀을 마르지 않은 옻칠 위에 쏟아서 말린 후에 좁쌀을 털어내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봄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

하여 울통불통한 안쪽 표면에 명암이 다르고 순도가 다른 녹색 

옻칠을 바르고 말린 후에 사포질을 하고 광택을 내서 얼룩무늬

의 효과를 내었다. 사포질을 할 때는 무늬와 광택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포질을 여러 번 진행했는데 우선 번호

가 800 번-1200 번인 사포로 안쪽 표면을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

도록 평평하게 연마하고 1500 번-2000 번인 사포로 마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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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1]<봄-1> / 적동,옻칠,기와가루,삼베 / 200x150x7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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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2]<봄-2> 

 

  <봄-2>는 <봄-1>과 같이 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기본 금속 부분에는 기물 내부의 옻칠 색감을 사용자에게 더 보

여 주기 위해, 대칭의 형태를 갖는 <봄-1>에 비해 <봄-2>에서

는 비정형적인 망치 성형기법의 적용을 통해서 금속 기물의 형

태와 내부의 옻칠 색감이 봄의 이미지를 더욱 생동감 있게 보이

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품 5-2 는 작품 5-1 처럼 기물이 두껍게 보이도록 테

두리에 전을 붙이지 않고 바로 건칠을 했다. 건칠을 할 때 기물

의 두께를 더하기 위하여 세 번 반복하고 많은 분량의 기와가루

와 옻칠을 섞어서 발랐다. 작품 5-1 에 비해 작품 5-2 를 제작했

을 때 옻칠과 기와가루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작품의 

두께와 무게가 더해졌다. 

 

  내부에는 작품 5-1 과 다르게 교칠기법59을 사용하여 무늬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고 생동감을 더하는 효과를 냈다. 색깔을 선

택할 때도 봄의 활력을 표현하는 청록색을 바르는 동시에 봄의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란색을 함께 사용했다.  

 

 

 

																																																								
59

 내용 출처: 옻칠에 두부, 달걀 흰자, 젤라틴 용액 등을 이용하여 정제칠과 

고르게 섞어 배합한 후 기물위에 바른 다음 여러 가지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

이다. 손대현 지음, 『전통옻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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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2]<봄-2> / 적동,옻칠,기와가루 / 200x100x7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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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호수> 

 

  <호수> 작품은 여행을 하다가 만난 맑은 호수에서 영감을 얻

어서 제작한 작품이다. 울창한 원시림 속 군데군데에 작은 호수

가 있었다. 이런 작은 호수들이 터키석이 박힌 듯 원시림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런 작은 호수들은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맑

은 하늘과 울창한 숲이 반사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우선 금속 판금기법으로 보석 형태의 타원형을 제작하였다. 또

한 바닥 부분은 평평하게 제작하지 않고 둥근 형태로 제작하였

다. 둥근 바닥 부분 때문에 작품을 놓아두면 주변의 움직임을 따

라 자유롭게 흔들거린다. 작품이 흔들리면서, 원시림 호수 위의 

새가 날아가거나 바람에 따라 생겨나는 물결의 느낌이 나타나도

록 유도했다. 

 

  표면처리를 할 때 작품은 주로 금속 착색과 옻칠 마감을 하였

다. 작품 내부는 호수의 보석처럼 맑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푸른

색 옻칠을 하였다. 작품 표면의 옻칠은 기와가루를 사용하고 건

칠기법으로 두껍지 않게 칠했기 때문에 가마에서 구운 후 강도

와 부착력이 강화되었고, 푸른색 옻칠을 고르게 연마하고 광택을 

내서 자연의 빛을 반사하는 호수의 물결을 표현하였다. 작품 겉

면에는 무늬망치로 무늬를 내서 작품의 재미와 구성 요소를 더

하였고 파티네이션 기법으로 옻칠색과는 또 다른 녹색을 표현하

였다. 이런 질감과 색감대비를 통해서 작품에 시각적 변화를 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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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호수> / 적동,옻칠 / 30x200x70m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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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파도> 

 

  <파도>는 바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파도를 주제로 

두께가 1.2mm 의 적동판을 사용하여 제작한 벽걸이 작품이다. 

이 작품은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사각형 상자들로 구성된다.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작품의 표면에 재미있게 보이도록 1.2m

m 적동판에 망치질로 무늬를 많이 내었다. 형태를 만들 때에는 

상자의 전개도처럼 재단한 적동판의 접이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선을 따라 접어서 제작하였다. 

 

[도판 39]작품 6 제작과정 

 

  형태를 제작한 후에 파티네이션 착색을 하고 옻칠을 하면 축

축한(옻칠이 건조할 때 습도가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옻칠을 먼저 하기로 했다. 옻칠 기

법 중에 계란 껍질을 옻칠로 붙이는 난각기법이 파도와 눈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자 위에 난각기법으로 파

도 이미지를 표현했다. 파도 이미지를 표현한 후에 바다를 표현

하기 위하여 파란색을 칠했다. 표면의 망치 무늬가 옻칠과 결합

하여 바다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옻칠을 한 후에 중심의 난각 부분을 경계선으로 다른 한쪽은 

파티나 착색을 하여 파란색 옻칠과 색감및 질감대비가 이루어지

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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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파도> / 적동,옻칠 / 400x200x50m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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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새 생명> 

 

  <새 생명>은 새 생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작한 화병들이다. 

이 작품은 큰 화병 하나와 작은 화병 세 개로 구성된다. 중국 칠

기출토문화재 중에 큰 옻칠 상자와 작은 옻칠 상자로 구성된 <

구자옻칠연합>이라는 문화재가 있다. 이 작품은 구자옻칠연합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한 작품이다. 

 

 

 

[도판 40] 구자옻칠연합60  

 

  큰 화병은 1.2mm 적동 판을 판금기법으로 완성하고 무늬도 

넣었는데 큰 화병 내부 공간이 좁아서 안에 있는 작은 화병들은

1.2mm 아닌  0.8mm 적동판을 사용하여 제작했다. 작은 화병을 

큰 화병 안에 겹겹이 끼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화병들을 

꺼내어 따로 늘어놓고 사용할 수도 있다. 

																																																								
60

 이미지 출처: http://image.baidu.com. 



	 54	

새 생명의 주제를 표현했을 때 고목과 새순의 대비를 주제로 

선정했다. 고목의 거친 느낌과 유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큰 화병 겉에 망치질을 하고 무늬를 만들어서 나무껍질 같은 거

친 느낌을 표현했다. 그리고 겉은 파티나 착색을 하여 거친 느낌

을 더 강조했다. 안쪽에는 새순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겉

면과는 대조적으로 청록색을 깔끔하게 칠했다.  

 

이 작품은 색깔의 선택에서 앞의 작품들과 다른 점이 많다. 이 

작품은 단계 외부부터 내부까지 청록색-녹색-노란색-주황색 순

서로 색감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도록 표현하였다. 조용하고 안정

된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청록색부터 활발하고 열정적인 주황

색까지 이르는 색의 단계적 변화를 통해 고목에서 청춘과 새 생

명이 돋아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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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새 생명> / 적동,옻칠 / 150x150x450m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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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석양 아래의 풍경> 

 

  <석양 아래의 풍경>작품은 해가 질 때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

한 감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저녁 무렵에 주변

이 어두워지면 눈부시게 비치던 햇살은 금빛의 둥그랗고 찬란한 

원형만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석양의 빛 때문에 모든 

풍경들이 자신의 원래 색을 버리고 석양의 부드럽고 우아한 금

색과 보라색을 입을 것이다. 이럴 때의 세상은 금색의 태양과 석

양 밖에 없는 것만 같다.  

 

이 작품은 조형적으로 주로 판금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작품 

중심 부분은 동심원으로 퍼지는 물결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런 

물결 형태는 태양의 아름다운 석양빛이 잔잔한 물결처럼 만물에

게 퍼진다는 의미다. 작품 가장자리 부분은 석양의 온화하고 부

드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유선형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

리고 가장자리 부분은 두께의 변화와 곡선의 풍부한 변화를 강

조하기 위하여 건칠 기법을 이용하였다. 작품은 석양이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는 듯이 보일 수 있도록 가장자리 부분에 무늬 망치

로 방사형의 무늬로 표현하였다.  

 

 
 

[도판 41]작품 9 방사형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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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과 표면처리를 할 때 앞뒷면을 다르게 처리하였다. 앞면은 

무늬를 보존하기 위하여 중심의 동심원 부분만 보라색으로 칠했

는데 이는 석양의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었다. 그리고 동심원 가장자리 부분에는 석양 아래의 금빛 찬란

한 풍경의 느낌을 표현하고 망치 무늬와 잘 어우러져 보일 수 

있도록 변도기법으로 노란색과 주홍색 옻칠 무늬가 점차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뒷면은 작품의 놓일 때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옻칠 가루를 뿌리고 가루가 밀착되도록 두번의 생칠을 

더 입히고 강화시켜서 도기의 울퉁불퉁한 질감처럼 거칠게 제작

하였다. 또한 뒷면의 색감은 해가 진 후에 다음날을 생각하며 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홍색으로 칠하였다. 

 

 

 

[도판 42]작품 9 앞뒷면 세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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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석양 아래의 풍경> / 적동, 옻칠, 기와가루, 삼베 / 400x400x50m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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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이 연구는 금속 조형물의 표면에 옻칠 기법을 적용하여 다채

로운 분위기의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려는 의도

에서 시작되었다. 논문 I 장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배경과 동기를 

밝히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였다.  II 장에서는 금태칠 기

법의 역사와 금속 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옻칠 기법을 

알아보고, 금태칠 기법의 활용에 대해서 중국, 한국, 일본의 유

물과 한국 현대 작가의 금태칠 작품을 예로 들어 분석하였다. 그

리고 III 장 작품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작품제작에 앞서 진행한 

샘플 연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판금 기법과 은

땜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한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옻

칠 표면처리 작업에서는 다양한 색감을 줄 수 있는 변도 기법과 

기물의 테두리를 두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건칠 기법을 선택하

여 작품에 활용한 작업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며, 금속공예와 옻칠공예의 기법을 함

께 사용하는 금태칠기 기법을 통해서 각각의 재료와 기법이 가

지는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형적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금속공예 기법으로 작품의 기본 형태를 제작함으로써 옻

칠기법 만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

에 더욱 다양하고 자유롭게 조형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작품 2]와 같이 기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음각과 양각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형태는 금속공예

의 판금성형에 의해 제작된 기물의 특성을 잘 드러낸 예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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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작품 3], [작품 4]와 같이 선재와 면재가 혼합되어 표

현되거나 [작품 6], [작품 9]와 같이 무늬망치로 찍어낸 금속 표

면과 옻칠한 후 반복해서 연마하고 광택을 낸 표면을 대비시켜 

새로운 조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금속 재료와 기법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  

   

  옻칠기법의 적용결과를 보면, [작품 5-1], [작품 5-2]와 [작품 

9]의 예와 같이 건칠 기법을 활용한 작업은 기물의 테두리가 두

껍게 보임으로써 보다 온화하고 안정감 있는 기물을 제작할 수 

있었고, [작품 2], [작품 5-1]와 [작품 5-2]의 예와 같이 변도 

기법을 활용한 작업들에서는 옻칠 기법이 작품에 무늬와 생동감

을 주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품 9] 뒷면의 예와 같이 가루를 흩뿌려서 옻칠을 하는 기법

을 통해 기물 표면에 울퉁불퉁한 도기의 질감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건칠기법과 변도기법 등 여러가지 옻칠공예의 기법들

은 금속공예 작업에서 또 하나의 표면처리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옻칠의 건조와 연마작업

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금속작업의 형태와 크기에 약간의 제

약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옻

칠공예의 기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해보

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따라서 금태칠기 기법을 본

인의 기물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얻은 결과를 토대로, 더욱 도

전적인 판금성형기법과 다양한 옻칠기법의 결합 가능성과 조형

성을 실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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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Fabrication of 

Metal Container by Using the

 Technique of Metal made  

Lacquerware 

 

GAO SHANG 

Metalwork and Jewelry Major 

College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cquer crafts and metal crafts both belong to the craft fields 

with long history and rich connotation. In the field of metal 

crafts, there is a kind of crafts that is used to brush lacquer on 

metal objects, which is the metal made lacquerware. Although 

the technology of metal made lacquerware has a long history, 

it has not been paid much attention since ancient times. With 

the slow pace of urban life, natural lacquers from nature and 

metal products that can be used for a long time become popular. 

Moreover, in the field of handicraft all over the world, the 

metal made lacquerware has also attracted the atten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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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artists who specialize in making metal made 

lacquerware. 

 

  Consequently, my research is conducted on this topic of 

studying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metal made 

lacquerware, analyzing the lacquer crafts and techniques, and 

making metal made lacquerware works. In the course of the 

study, the history and status quo of metal made lacquerware 

have been understood firstly, then compare the history and 

status quo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chniques. Because the metal 

made lacquerware crafts lies between the metal crafts and the 

lacquer crafts, there exists a present situation that neither the 

metal craft artists nor the lacquer crafts artists understand 

both the crafts thoroughly. Thus, after studying the historical 

and present situation as well as the techniques, the paper aims 

to refine the technique from the lacquer crafts and apply it to 

the metal crafts field. 

 

 

 

keywords : Lacquer, metal, metal mad lacquer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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