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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줄을 이용한 가구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urniture Making based on Hojangjul

김 동 귀*

Kim, Dong-kooi*

요 약 호장줄을 이용한 가구 제작에 관한 연구는 전통가구 제작의 문목의 문양을 돋보이게 하는 시문기법의 하나로

임진왜란 이후 통영의 12공방의 하나인 소목방에서 시문기법으로 사용한 호장줄기법을 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59

호로 지정되었던 천상원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삼호장, 오호장, 성퇴뇌문, 홑귀뇌문, 겹귀뇌문으로 발전되면서 해상을

통해 마산, 울산, 광양 등지로 전파되고 육로로 내륙으로 전파되면서 다양한 문양과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지역의 통영, 마산, 울산과 전라지역의 광양, 동복의 소목가구에 시문된 호장줄의 제작 기법 및 특

징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점차 소멸되어가는 전통 기법의 재조명을 통하여 전통기법에 대한 전승과 계승발전을 도

모하고자 한다.

주요어 : 호장줄, 삼호장, 오호장, 성퇴뇌문, 통영공방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research on furniture making based on Hojangjul, which is an  engraving technique 
that highlights the wooden patterns of traditional furniture. Somokbang, one of the 12 workshops in Tongyeong, 
has used Hojangjul as an engraving technique since Imjinwaeran. It was inherited by the late Cheon Sang-won, 
who was No. 59 of National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developed into Samhojang, Ohojang, 
Seongtoinoimun, Hotguinoimun, and Gyeopguinoimun. It was then spread to Masan, Ulsan, and Gwangyang via 
marine routes and further into the inland areas via land routes, developing in various patterns and form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and examined the making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Hojangjul engraved in 
joinery furniture in Tongyeong, Masan, and Ulsan in the Gyeongsang region and Gwangyang and Dongbok in 
the Jeolla region, thus shedding new light on the traditional techniques that have been gradually disappearing 
and promoting the transmission,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techniques.

Key words :  Hojangsul, Samhojang, Ohhojang, Seongtoenoemun, Workshops of Tong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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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국의 전통가구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 환경

에 따라 재료와 기법, 형태가 독특한 성격을 지닌 양식

으로 전승 발전하여 오고 있다. 특히 전통가구의 제작

기법 가운데 호장줄을 이용한 가구 제작은 임진왜란 당

시 통제영 산하의 12공방 가운데 하나인 소목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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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작된 장롱의 형태가 통영지방을 중심으로 전승

되어오고 있다.

통영지방의 장, 농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55호로

지정되었던 고 천상원이 즐겨 시문하였던 호장줄을 이

용한 목 가구로 해안선을 따라 마산, 울산, 광양등지로

전파되어 전라지역의 동북, 전주를 비롯한 내륙지방으

로 경상도지역은 마산, 울산, 진주, 산청등지로 확대되

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양으로 시문되어졌고 호장

줄을 이용한 문목의 중앙에는 문자상감과 태극문등이

함께 시문되어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이는

일본의 하꼬네 지방의 기목상감과 이태리의 인레이 작

업과도 유사한 형태로 호장선을 수직 수평, 사선으로

자른 후 서로 있는 방법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먹감나

무의 흑, 소태나무, 뽕나무의 황, 은행나무와 버드나무

등의 백색의 목재 단판을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문양을

제작 사용하였다.

호장줄기법을 이용한 상감기법은 동서양에서 고대부

터 관심을 가지고 개발한 기법으로 가구 제작의 시문기

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호장줄을 이용한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영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호장줄

을 이용한 가구 제작의 시문기법을 국가중요무형문화

재로 지정되어 활동하시던 경상지역의 통영과 전라지

역의 동복의 전통가구 제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법 및

특징 조사하고 근대 전승기법을 이어가는 도무형문화

재 소목장의 재현 작품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정

리함으로써 점차 소멸되어가는 전통가구 제작의 시문

기법을 재조명하고 전통기법에 대한 전승과 계승발전

에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호장줄을 이용한 소목가구의 특징은 박물관, 고미술

품 가게의 자료 실측과 문헌자료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

방을 방문하여 제작방법과 형태 및 금구장식의 문양을

조사하고, 연구의 범위는 경상남도 통영지방을 중심으

로 해안선을 따라 호장줄 기법이 전파된 마산, 울산과

내륙지역인 진주, 산청, 전라남도 광양과 내륙지방인 동

북,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유물과 근대 작품을 중심으로

특징을 조사하였다.

Ⅱ. 호장줄을이용한소목가구의일반적고찰

1. 호장줄을 이용한 가구제작에 관한 연구

통영 소목가구의 사적배경은 선조26년(1593년 8월)

충무공 이순신이 3도 수군통제영초대 통제사로 임

명 되면서 한산도 제승당에 설치한 것을 선조 37년

(1604년) 현재의 세병관으로 옮긴 후 통제영공방을

설치하여 발전된 것으로 짐작 된다.

맹인제가 기록한 「통제 영하 공방에 관한 약간의

문헌에 대하여」에 보면 13 공방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져 있는데 13 공방은 선자방(扇子房), 상하칠방(上下漆

房), 화원방(畫員房), 야장방(冶匠房), 통개방(筒箇房),

화자방(靴子房), 안자방(鞍子房), 주석방(周錫房), 은방

(銀房), 입자방(笠子房), 총방(驄房), 소목방(小木房, 통

제영 내에 설치되었던 12공방 가운데 하나로 5칸으로

장. 농을 만드는 곳), 상자방(箱子房)으로 이루어졌다.

공방이란 조선조 관아의 하나로 승정원에서 공전(工

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로 이(吏), 호(戶), 예

(禮), 병(兵), 형(刑), 공(工), 즉 육방 중의 하나로 동부

승지가 이 공방을 관장하였다.

통영 소목가구는 13 공방 중 소목방에서 생산되었으

며 이곳에서 제작된 물품들은 군사상 또는 관수용이거

나 민생에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되어 졌고 뛰어난 물품

은 진공품이거나 궁중과 대관의 집기로 충당 되었다고

허나 이곳에서 제작된 가구가 어떤 종류였으며 공방의

운영․관리․장인들에 대한 기록은 확실치 않으나 세

병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1963년 중수 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 목수 이언영 등 50여명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로 미루어 보아 양민이나

평민의 손재주 있는 사람이 통제부 공방에서 종사 하였

을 것으로 보아 통영장도 이들에 의해 제작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통제영 산하의 13 공방은 조선조 후기 국운

의 쇠퇴로 인하여 고정 32년(1895년)에 폐쇄됨에 따라

장인들은 제각기 개인 공방을 경영하여 관장보다 오히

려 민가에서 미적 감각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소목이

주문에 의해 대량 생산되고 일반 대중에 널리 시판 되

었다. 해방 후 서양 문물의 도입으로 사양길에 들어 장

인들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소

목일을 지켜온 사람으로 김보일로 부터 천철동 그리고

아들 천상원(千相源, 1975년 1월 29일 소목장으로 무형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p.289-303. August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91 -

문화제 제 55호로 지정 받음)으로 이어져 오다가 천상

원이 작고 한 이후 김금철 전수자로 겨우 명맥을 유지

하고 있다.

호장줄을 이용한 소목가구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59호 지정되었던 천상원의 호장줄을 이용한 삼호장, 오

호장, 성퇴뇌문, 홑귀뇌문, 겹귀뇌문을 문목의 가장자리

에 시문한 기법으로 호장줄을 이용한 전통가구의 제작

기법은 통영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전라의 광양,

동북 경남의 마산, 울산 등지로 제작기법이 전수되어

내륙지방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통영지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 하였다.

2. 통영 농의 특징

통영 농은 다른 지방의 가구와 마찬가지로 생활공간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에 따라 안방가

구와 사랑방 가구로 구분 되어 진다.

안방 가구로는 장, 농, 서상, 경대, 패물함, 머릿장, 경

상 등이 있고 사랑방 가구는 서안, 연상, 문갑, 탁자 등

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농이며 이는 다

른 지방의 뼈대 농과는 다른 민농의 형태를 이루고 있

다. 민농이란 구조는 뼈대농과 같지만 뼈대가 돌출 되

지않는 것을 말하며 기둥이나 동자머름칸, 쥐벽칸, 쇠목

등이 맞짜임으로 되어 있어 표면적으로 문목과 같은 높

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통영 농은 형태상으로는 뼈대농과 같이 면 분할이

되어있으나 돌출된 뼈대를 쓰지 않는 민 농이며, 그 짜

임에 있어서 기둥이나 동자 머름 칸, 쥐벽 칸, 쇠목 등

이 맞 짜임으로 평면으로 면 분할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문한 내용에 따라 민 농, 뇌문 농, 먹감나무

농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뇌문농이며

뇌문농은 대부분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를 문목으로 하

여 버드나무, 감나무, 옻나무의 자연의 문양 백, 흑, 황

색의 원색 문양의 바탕을 조화롭게 배열하여 장 농 치

수에 맞게 호장선을 맞붙여 전체적인 구도를 기하학적

으로 배열하여 뇌문을 만드는데 시문 방법에 따라 겹귀

뇌문농, 흩귀뇌문농, 성퇴뇌문농으로 구분된다.

1) 가구의 구조

모든 가구들이 시대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양식의 차를 나타내듯이 통영 농 역시 목재의 짜임과

이음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로 그 특징을 나타내

고 있다(fig. 1).

대개의 농은 면 분할이 없다고는 하는데 뇌문농에는

머름칸 쥐벽칸이 맞이음으로 되어 있어 앞판이 밋밋한

면을 이루고 있고(fig. 2), 농이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의생활의 편리를 위한 수납장으로 쓰이기 위해 생겨났

듯이 머름칸 쥐벽칸 복판을 장식하는 문목의 아름다운

나뭇결도 사계절의 변화 때문에 생긴 나이테로 문목은

선대칭으로 배치한다(fig. 3).

그림 1. 농의 각부 명칭

Figure 1. Name of each part of wardrobe

(1) 농의 각부 명칭

① 천판 ② 초룡 ③ 쥐벽간

④ 가루동자 ⑤ 쇠목 ⑥ 동자

⑦ 기둥 ⑧ 벽 ⑨ 문변자

⑩ 복판 ⑪ 머름간 ⑫ 옆쇠목

⑬ 시랍 ⑭ 족통 ⑮ 족대 ⑯ 풍혈



A Study on Furniture Making based on Hojangjul

- 292 -

그림 2. 농의 조립 순서

Figure 2. Assembling order of wardrobe

2) 농의 조립 순서

① 머름간과 동자를 붙인 다음 쇠목을 위와 아래에

붙인다. ② 쥐벽칸과 쥐벽칸 사이에 동자를 넣어 붙인

다. ③ 옆쇠목과 벽선을 붙인 다음 ‘2’와 ‘3’을 다시 붙인

다. ④ 머름간과 동자를 붙인 후 위와 아래에 쇠목을

붙이고 ⑤ ‘4’와 ‘5’를 다시 붙인다. ⑥ ‘1’~‘5’를 조립한

후에 ‘6’을 붙여 앞면이 완성 된다.

그림 3. 문목의 배치

Figure 3. Placement of wooden doors

3) 문목의 배치

문목의 배치는 느티나무 문판 양면에 오동나무를 부

한 후 반으로 켜서 문판을 중심으로 선대칭 되도록 배

치한다.

그림 4. 짜임과 이음새

Figure 4. Weave and seam

4) 짜임과 이음

통영농의 제작에 사용되는 짜임의 형태는 천판과 옆

널에는 사개물림짜임, 농의 골격에는 맞짜임, 문변자에

는 맞연귀짜임, 뒷널과 옆널짜임에는 반턱짜임, 농의 다

리부분은 마대짜임, 문갑기둥과 천찬 쇠목의 짜임에는

연귀턱짜임, 문갑기둥에는 연귀숨은촉짜임, 사방탁자의

천판기둥에는 연귀촉짜임, 문갑동자에는 연귀짜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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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탁자의 풍혈과 기둥에는 막장부짜임, 사방탁자의 족

대짜임에는 평장부촉을 사용하고 있다(fig. 4).

5) 재료

(1) 목재

장 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괴목, 배나무, 가

죽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옻나무, 버드나무, 오동나무,

홍송, 홰나무 등 종류가 많지만 이중 중요 부분에 쓰이

는 원목은 괴목(느티나무), 감나무, 옻나무, 소태나무라

할 수 있다. 그 중 괴목은 채문 형태에 따라 세알무늬,

산수무늬, 물결무늬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무늬를 채문

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괴목은 수피

와 형태를 보고 채문하고 혹심은 감나무에서 뽑아내는

데 식별을 위해 활비비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흑흔

(黑痕)을 보고 확인한 후 채문한다. 그리고 옻나무, 소

태나무에서 황색 무늬, 은행나무나 버드나무의 백색을

채문하여 흑, 황, 백색선으로 제작한 삼호장, 오호장,

성퇴뇌문 홑귀뇌문, 겹귀뇌문의 문양과 느티나무, 먹감

나무의 문목의 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호장선을 맞붙여

장의 문짝, 서랍, 머름칸, 쥐벽칸 등의 가장 자리에 사

용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이한 기법이라 할

수 있고 칠은 목리문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들기름,

콩기름이나 생칠과 황칠을 사용했으며 황칠은 특히 목

리문의 선명함을 강조 했다.

통영농은 앞에서 보기에는 괴목이 통째로 앞판을 구

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뭇결이 섬세한 나무일수록 계

절에 따라 수축 팽창이 심해 골재로는 부적당하고 가구

제작의 모든 재료를 사용하다가는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고안해 낸 면 분할은 휘거나 터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늬목이 얇고 작

기 때문에 많은 양의 대칭되는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이

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통영 소목가구의 재

료 사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통영 소목가구에 사용되어지는 나무의 종류도 적재

적소에 나무를 사용하였으며 호장줄을 이용한 가구 제

작에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골재용

느티나무(Zelkova Serrate), 감나무(Diospyros Kaki),

배나무(Pyrus Sinensis), 참죽나무 (Cedrela Sinesis), 소

나무(Punus Densiflara), 대추나무(Ziziphus Jujuba), 가

죽나무(Ailanthus Altissima)

② 판재용

느티나무(Zelkova Serrate), 감나무(Diospyros Kaki),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팽나무(Celtis Sinensis

Var Japonica), 느릅나무(Vlmus Davidiana Var

Japonica), 홰나무(kind of locust tree), 벛나무(cherry

wood)

③ 호장줄 제작용

감나무(Diospyros Kaki), 은행나무(Ginkgo Biloba),

버드나무(Salix Koreensis), 소태나무(bitter wood), 참

죽나무 (Cedrela Sinesis)

④ 도장용

옻나무(Rhus Vernicifere Urushi), 황칠나무(Textoria

Morbifera Nakai)가 사용되었다.

나. 금속

금구 장식은 기능을 위주로 한 다른 지방의 가구 장

식과는 달리 기능과 문양 효과를 겸한 장식성이 강한

문양을 사용하였으며 초기엔 짜임새의 견고성을 보완

하기 위해서였으나 후기 엔 장식 효과가 나타나 기하학

적 문양, 자연적 문양, 양식화된 관념적인 문양 등을 곧

잘 응용하여 도안하여나비 형태인 호접문의 앞바탕과

경첩 보상화형의 앞바탕, 여의두형 경첩, 수복문, 학, 매

화, 거북문양의 광두정, 편복형 손잡이 등이 특히 다른

지역의 금구 장식과는 다른 형태로 놋쇠와 백동, 거멍

쇠 등으로 제작 사용되었다(fig. 5).

그림 5. 금구 장식

Figure 5. Bracket 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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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가) 경첩 (나) 들쇠 (다) 고리 (라) 감잡이 (마) 귀장

식 (바) 자물쇠 (사) 앞바탕 (아) 광두정 등으로 나누어

졌다.

6) 공구

장의 짜임에 사용되는 공구로는 조선톱, 양톱, 센대

패, 중대패, 마무리용 따끔대패, 흩날대패, 벤탕(센벤

탕, 짠벤탕) 도랭이탕, 끄개, 곡자, 끌 등이 사용 되었

다(fig. 6).

그림 6. 수공구

Figure 6. Hand tools

7) 도장

소목가구에 있어서 도장은 목재의 결함을 방지함과

미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조선조시대의 유

교 사상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구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소박한 목리문이 드러나도록 식물성 기름으로

도장을 하고 소반 등과 같이 물과 접하는 용기는 옻칠

을 하여 내구성이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궁중에

쓰는 가구나 귀족층의 내실용 가구에는 주칠, 황칠, 흑

칠 등을 올려 화려하게 도장하였다.

통영 소목가구에서는 종래에는 식물성기름인 콩, 호

도, 동백, 들기름을 사용하였고, 귀하게는 황칠, 주칠,

흑칠을 칠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전면은 생칠을

하지만 옆널과 뒷널은 카슈로 마감 처리하기도 하였다.

Ⅲ. 호장줄의 종류 및 시문방법

통영농을 자세히 보면 복판, 머름칸, 쥐벽칸의 무늬

목에 성퇴 뇌문이 새겨진 황색의 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다. 이 황색 부분을 “호장줄”이라고 하는데 흔

히 한복 저고리에서의 호장이 회장(回裝, 여자의 저고

리의 갓, 끝동, 곁대, 고름을 자주 또는 남빛 헝겊으로

꾸민 것)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호장은 둘러서 장식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이 호장은 1.5mm의 얇은 판자이

고 보이지 않는 문판 뒤로는 내공인 오동나무가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는 얇은 판자 상태에서 붙여진 것이 아

니라 50mm의 문목을 톱으로 복판을 켜서 서로 대칭되

게 갈라놓은 것이다.

1. 종류

1) 삼호장 : 흑선을 가운데 두고 그 바깥 면에 두 개

의 황색 선을 호장한 것으로 3개 의선으로 이루어진 호

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2) 오호장 : 삼호장의 바깥 면에 다시 2개의 흑선을

호장한 것으로 5개의 선으로 이루어졌다.

3) 성퇴뇌문 : 오호장 바깥 면에 삼호장의 형태를 서

로 교차시켜 가면서 눈을 박아 넣은 것으로 7개의 선으

로 이루어졌다.

4) 흩귀뇌문 : 괴목의 네 귀만을 뇌문으로 감싼 것으

로 21개의 선으로 이루어졌다.

5) 겹귀뇌문 : 두 개의 흩귀뇌문의 이음 부분에 삼호

장의 형태를 넣은 것으로 가장 힘든 작업 공정으로 24

개의 선으로 이루어졌다.

2. 제작과정

삼호장(fig. 7), 오호장(fig. 8)의 제작과정은 성퇴뇌문

(fig. 8)의 제작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어 삼호장, 오호장

의 제작과정은 생략한다.

1) 삼호장

황색 부분은 은행나무, 버드나무, 개옻나무, 소태나무

를 1mm 미터로 엷게 썬 널빤지를 만들고 먹감나무를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 황 널판, 먹 널판, 황 널판 순으

로 붙여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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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삼호장

Figure 7. Samhojang

2) 오호장

삼호장을 제작한 후 그 앞 표면에 다시 먹 널판을

각각 붙여서 제작한다.

그림 8. 오호장

Figure 8. Ohhojang

3) 성퇴 뇌문

흑 널판을 깔고 그 위에 황 널판 먹 널판 황 널판 먹

널판 순으로 부착시킨 다음 전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

누고 황 널판이 보일 때까지 흠을 판다. 그리고 황 널

판 양쪽에 먹 널판을 부착시킨 널판을 그 홈에 끼워서

고정시킨 다음 표면 위에 나온 부분은 톱으로 썰어낸

다. 이렇게 홈을 메꾸는 것을 세로 눈을 박는다고 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는 세 개의 세로 눈을 박는다

눈이 빠지지 않도록 위 아래로 황 널판을 부착시키면

호장이 되는 것이다. 호장을 연귀 틀에 넣고 양쪽을 경

사지게 대패질하여 사다리꼴을 만든 다음 느티나무, 각

목 사이에 연귀를 맞추어 호장을 붙이면 직육면체의

‘한못’이 되는 것이다.

호장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성퇴 뇌문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황 널판과 먹 널판을 1mm정도로 얇게 켠다.

2) 황 널판 위에 흑널판․황 널판 순으로 붙인다.

3)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황 널판이 보일 때까지

홈을 파고 삼호장으로 호장한 세로 눈을 박아 넣는다.

4) 세로 눈을 박아 넣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른다.

5) 세로 눈이 빠지지 않도록 위아래에 황 널판을 부

착시킨다.

6) 호장을 연귀 틀에 넣고 양쪽을 경사지게 하여 느

티나무에 연귀를 맞추어 붙이면 직육면체의 한 못이 되

어 완성된다.

그림 9. 성퇴 뇌문

Figure 9. Seongtoenoemun

4) 흩귀뇌문

흩귀뇌문(fig. 10)을 만들려면 폭 4cm 두께 2mm의

느티나무와 두께 1mm의 먹감나무, 은행나무로 두께

2mm의 과목 양면에 각각 1mm의 먹감나무와 은행나무

를 붙인다. 그러면 황, 혹, 갈, 흑, 황의 다섯줄이 된다.

이것을 겹으로 붙여서 황, 흑, 갈, 흑, 갈, 황의 여덟

줄이 되게 한다. 이 여덟 줄이 가로로 놓였다면 모서리

에서 2cm 간격을 두고 밖에서 흑, 황, 갈, 황, 흑의 다섯

줄을 세로로 떼어내어 그 사이에 앞에 말한 황, 흑, 갈,

흑, 갈의 다섯줄을 넣은 것으로 귀를 삼고 사방귀 사이

빈곳에는 흑, 황의 두 줄을 붙이고 난 다음 폭 3mm의

은행나무를 두르면 홑귀뇌문은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

된 홑귀뇌문은 문목의 모서리에 상감되어지고 삼호장,

오호장과 함께 문목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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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흩귀뇌문

Figure 10. Heutgwinoemun

5) 겹귀뇌문

겹귀뇌문은 흩귀뇌문의 귀를 따라 겹귀로 하면 겹귀

뇌문이 되는데 겹귀뇌문의 겹귀부을 연기라 한다. 겹귀

뇌문은 호장상감법 중 가장 복잡한 형태로, 겹귀뇌문은

흩귀뇌문과 함께 문목의 모서리에 호장된다.

그림 11. 겹귀뇌문

Figure 11. Gyeobgwinoemun

겹귀뇌문은 호장줄 제작에서 가장 복잡한 기법으로

은행나무, 먹감나무, 느티나무를 이용하여 호장줄을 만

들고, 성퇴뇌문의 제작과정을 거쳐 연귀 면에 겹으로

호장선을 감입하여 겹귀뇌문을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6호장선(fig.12) 만들기

② 감입용 호장줄 만들기

③ 호장줄눈 박을 홈 파기

④ 5호장 줄눈 박기

⑤ 2호장 줄눈 박기

⑥ 3호장 줄눈 박기

⑦ 2호장선 붙이기

⑧ 겹귀뇌문 완성

그림 12. 6호장선

Figure 12.. 6 Hojangjul

그림 13. 감입용 호장줄

Figure 13. Hojangjul for

embedding

그림 14. 호장줄 박을홈파기

Figure 14. Grooving for

Hojangjul embedding

그림 15. 5호장 줄눈 박기

Figure 15. Embedding joint

to 5 Hojang

그림 16. 2호장 줄눈박기

Figure 16. Embedding joint

to 2 Hojang

그림 17. 3호장 줄눈 박기

Figure 17. Embedding joint

to 3 Hojang

그림 18. 2호장선 붙이기

Figure 18. Pasting the 2

Hojang line

그림 19. 겹귀뇌문 완성

Figure 19. Gyeobgwinoemun

completion

3. 지역별 특징

1) 통영장농(統營欌籠)

통영은 경남의 동남쪽에 위치한 해안지역으로 임진

왜란 당시 통제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임진왜란당시

통제영 산하에 12공방을 설치 운영하였던 곳으로 현재

전승되어 오는 공예의 대부분이 12공방의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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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천상원

Figure 20. Cheon, Sang

Won

그림 21. 김금철

Figure 21. Kim, Geum

Cheol

현재 전수되고 있는 두석장, 나전장, 염장, 소반장과

함께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 55호 소목장으로 지정 되어 있던 천

상원(fig. 20)이 작고 한 이후 전수조교인 김금철(fig.

21)에 의하여 기법이 계승되고 있다.

통영 소목가구는 다른 지방의 가구와 마찬가지로 환

경과 생활공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거환경에

따라 안방가구와 사랑방 가구로 구분 되어 진다.

안방 가구로는 장, 농, 서상, 경대, 패물함, 머릿장, 경

상 등이 있고 사랑방 가구는 서안, 연상, 문갑, 탁자 등

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농이며 이는 다

른 지방의 뼈대 농과는 다른 민농의 형태를 이루고 있

다. 민농이란 구조는 뼈대농과 같지만 뼈대가 돌출 되

지않는 것을 말하며 기둥이나 동자머름칸, 쥐벽칸, 쇠목

등이 맞짜임으로 되어 있어 표면적으로 문목과 같은 높

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통영 소목가구는 형태상으로는 뼈대농과 같이 면 분

할이 되어있으나 돌출된 뼈대를 쓰지 않는 민 농이며,

그 짜임에 있어서 기둥이나 동자 머름 칸, 쥐벽 칸, 쇠

목 등이 맞 짜임으로 평면으로 면 분할 된 것이 특징이

다.

또한 시문한 내용에 따라 민 농, 뇌문 농, 먹감나무

농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뇌문농이며

뇌문농은 대부분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를 문목으로 하

여 버드나무, 감나무, 옻나무의 자연의 문양 백, 흑, 황

색의 원색 문양의 바탕을 조화롭게 배열하여 장 농 치

수에 맞게 호장선을 맞붙여 전체적인 구도를 기하학적

으로 배열하여 뇌문을 만드는데 시문 방법에 따라 겹귀

뇌문농, 흩귀뇌문농, 성퇴뇌문농으로 구분된다.

모든 가구들이 시대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양식의 차를 나타내듯이 통영 소목가구 역시 목재의 짜

임과 이음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로 그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fig. 22).

대개의 농은 면 분할이 없다고는 하는데 뇌문농에는

머름칸 쥐벽칸이 맞이음으로 되어 있어 앞판이 밋밋한

면을 이루고 있고(fig. 23), 머름칸 쥐벽칸 복판을 장식

하는 문목의 아름다운 나뭇결도 사계절의 변화 때문에

생긴 나이테로 문목은 선대칭으로 배치한다(fig. 24). 앞

에서 보기에는 괴목이 통째로 앞판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뭇결이 섬세한 나무일수록 계절에 따라 수축

팽창이 심하고 문판의 재료를 희귀목인 느티나무의 목

근부에서 나오는 용목을 사용하다가는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고안해 낸 면

분할은 휘거나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늬목이 얇고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대칭되는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통영

소목가구의 재료 사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 먹감나무 이층농

Figure 22. Meoggam tree

double-layered wardrobe

그림 23. 뇌문 이층농

Figure 23. Noemun

double-layered wardrobe

그림 24. 뇌문 이층농

Figure 24. Noemun

double-layered wardrobe

그림 25. 뇌문 이층농(천상원)

Figure 25. Noemun

double-layered wardrobe

(Cheon, Sang Won)

통영소목가구의 제작에 사용되는 짜임의 형태는 천

판과 옆널에는 사개물림짜임, 농의 골격에는 맞짜임, 문

변자에는 맞연귀짜임, 뒷널과 옆널짜임에는 반턱짜임,

농의 다리부분은 마대짜임, 문갑기둥과 천찬 쇠목의 짜

임에는 연귀턱짜임, 문갑기둥에는 연귀숨은촉짜임, 사

방탁자의 천판기둥에는 연귀촉짜임, 문갑동자에는 연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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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임, 사방탁자의 풍혈과 기둥에는 막장부짜임, 사방탁

자의 족대짜임에는 평장부촉을 사용하고 있다(fig. 25).

통영 장 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괴목, 배나

무, 가죽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옻나무, 버드나무, 오동

나무, 홍송, 홰나무 등 종류가 많지만 이중 중요 부분에

쓰이는 원목은 괴목(느티나무), 감나무, 옻나무, 소태나

무라 할 수 있다. 그 중 괴목은 채문 형태에 따라 세알

무늬, 산수무늬, 물결무늬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무늬를

채문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괴목은

수피와 형태를 보고 채문하고 혹심은 감나무에서 뽑아

내는데 식별을 위해 활비비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흑

흔(黑痕)을 보고 확인한 후 채문한다. 그리고 옻나무,

소태나무에서 황색 무늬, 은행나무나 버드나무의 백색

을 채문하여 흑, 황, 백색선으로 제작한 삼호장, 오호장,

성퇴뇌문 홑귀뇌문, 겹귀뇌문의 문양과 느티나무, 먹감

나무의 문목의 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호장선을 맞붙여

장의 문짝, 서랍, 머름칸, 쥐벽칸 등의 가장 자리에 사

용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이한 기법이라 할

수 있고 칠은 목리문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들기름,

콩기름이나 생칠과 황칠을 사용했으며 황칠은 특히 목

리문의 선명함을 강조했다.

적재 적소의 목재를 사용하는 전통가구의 제작에 따

라 통영 장 농의 제작에 있어서도 재료를 골재용, 판재

용, 호장줄 제작용으로 구분하여 사용 하고, 옻나무

(Rhus Vernicifere Urushi), 황칠나무(Textoria

Morbifera Nakai)는 도료로 , 동백나무, 호두나무, 잣나

무, 유동나무 등은 식물성 기름인 들기름, 피마자유와

함께 표면의 마감 재료로 사용한다.

금구 장식은 기능을 위주로 한 다른 지방의 가구 장

식과는 달리 기능과 문양 효과를 겸한 장식성이 강한

문양을 사용하였으며 초기엔 짜임새의 견고성을 보완

하기 위해서였으나 후기 엔 장식 효과가 나타나 기하학

적 문양, 자연적 문양, 양식화된 관념적인 문양 등을 곧

잘 응용하여 도안하여 나비 형태인 호접문의 앞바탕과

경첩 보상화형의 앞바탕, 여의두형 경첩, 수복문, 학, 매

화, 거북문양의 광두정, 편복형 손잡이 등이 놋쇠, 백동,

거멍쇠로 제작 사용되었으며 금구장식의 종류로는 경

첩, 들쇠, 고리, 감잡이, 귀장식, 자물쇠, 앞바탕, 광두정

등이 사용되어졌다.

장의 짜임에 사용되는 공구로는 조선톱, 양톱, 센대

패, 중대패, 마무리용 따끔대패, 흩날대패, 벤탕(센벤탕,

짠벤탕) 도랭이탕, 끄개, 곡자, 끌 등이 사용되었다.

도장은 목재의 결함을 방지함과 미적인 요구에 의해

서 이루어졌으며 조선조시대의 유교 사상은 일상생활

에 사용하는 가구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소박한 목리

문이 드러나도록 식물성 기름으로 도장을 하고 소반 등

과 같이 물과 접하는 용기는 칠을 하여 내구성이 있도

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궁중에 쓰는 가구나 귀족층의

내실용 가구에는 주칠, 황칠, 흑칠 등을 올려 화려하게

도장하였다.

통영 소목가구에서는 종래에는 식물성기름인 콩, 호

도, 동백, 들기름을 사용하였고, 귀하게는 황칠, 주칠,

흑칠을 칠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전면은 생칠을

하지만 옆널과 뒷널은 카슈로 마감 처리하기도 하였다.

2) 마산장농(馬山欌籠)

마산은 통영에서 해안선을 따라 이웃해 있어 통제영

산하의 12공방의 문물이 해상으로 쉽게 운송할 수 있어

소목장이 제작한 가구가 널리 보급되어졌다.

마산장농은 통영장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구조면에

서 서랍의 형태가 통영장과는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

고 문목의 재료가 물푸레나무의 목근부에서 채취한 무

뉫결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마산장농은 통영장과 마찬가지로 돌출된 뼈대를 쓰

지 않는 민 농이며, 그 짜임에 있어서도 통영장과 동일

한 방법으로 머름칸 쥐벽칸이 맞이음으로 되어 있어 앞

판이 밋밋한 면을 이루고 있고(fig. 26), 머름칸 쥐벽칸

복판을 장식하는 물푸레나무의 목근부의 아름다운 나

뭇결로 문목을 선대칭으로 배치하여 물푸레나무의 무

뉫결이 느티나무와는 달리 춘추재의 경계인 나이테가

잘 드러나지 않아 칠은 목리문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들기름, 콩기름이나 생칠과 사용했으며 목리문의 선명

함을 강조 했다(fig. 27).

마산장농의 문판의 가장 자리에 시문한 호장줄은 삼

호장, 오호장, 성퇴뇌문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금구

장식은 장식성이 강한 문양을 사용하였으며 초기엔 짜

임새의 견고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으나 후기엔 장식

효과가 나타나 기하학적 문양, 자연적 문양, 양식화된

관념적인 문양인 호접문과 보상화형의 앞바탕, 여의두

형 경첩, 수복문, 학, 매화, 거북문양의 광두정, 편복형

손잡이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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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마산장농

Figure 26. Masan wardrobe

그림 27. 마산장농

Figure 27. Masan wardrobe

장의 짜임에 사용되는 공구로는 조선톱, 양톱, 센대

패, 중대패, 마무리용 따끔대패, 흩날대패, 벤탕(센벤탕,

짠벤탕) 도랭이탕, 끄개, 곡자, 끌 등이 사용되었다.

도장은 목재의 결함을 방지함과 미적인 요구에 의해

서 이루어졌으며 조선조시대의 유교 사상은 일상생활

에 사용하는 가구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소박한 목리

문이 드러나도록 식물성 기름으로 도장을 하고 소반 등

과 같이 물과 접하는 용기는 칠을 하여 내구성이 있도

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궁중에 쓰는 가구나 귀족층의

내실용 가구에는 주칠, 황칠, 흑칠 등을 올려 화려하게

도장하였다.

3) 울산장농(馬山欌籠)

울산은 경남의 동남쪽에 위치한 해안지역으로 임진

왜란 당시 왜군과 싸운 울산성이 있어 울산 병영에서는

군수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여 장도장이 병영

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28. 울산장

Figure 28. Ulsan wardrobe

울산 장 농은 형태상으로는 뼈대농으로 면 분할이

되어있으며 둥글게 돌출된 뼈대로 제작된 뼈대 농이며,

그 짜임에 있어서 기둥이나 동자 머름 칸, 쥐벽 칸, 쇠

목 등이 연귀촉짜임으로 농의 아랫부분에 문갑과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문한 내용에 따라 뇌문 농, 먹감나무농 등으

로 구분되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뇌문농이며 자연의

문양 백, 흑, 황색의 원색 문양의 바탕을 조화롭게 배열

하여 장 농 치수에 맞게 호장선을 맞붙여 전체적인 구

도를 기하학적으로 배열하여 제작하였다(fig. 28).

4) 진주장(晉州欌籠)

진주는 통영의 동쪽에 위치한 내륙지역으로 임진왜

란 당시 3대첩가운데 하나인 진주성 전투가 일어난 곳

으로 예로부터 서부경남의 문화, 교육, 행정, 상업의 중

심지로 주변 지역에서 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제공받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던 문화예술의 도시로 진주반닫

이는 선비문화의 특징이 잘 반영된 매미형 경첩문양으

로 금구장식이 부착 되어있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있

지만 장 농의 경우는 통영, 산청, 함양 등 주변지역에서

제작한 가구를 사용하여 왔기에 진주 지역의 장 농의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방 이후 통제영 산하의 공방들이 쇠퇴하여

가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임산자원을 이용한

소목장들의 활동이 활발하여지면서 전승공예전에 출품

하여 수상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으로 지정되

었던 정돈산의 기능을 전수한 정진호, 조복래, 외가의

가업을 전수받은 김동귀가 경상남도 문형문화재 제 29

호 소목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깁병수가 명장으로 지정

되어 타 지역 보다 많은 소목장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

현재 가장 활발한 소목장 기능이 전승되고 있다.

진주 지방의 장 농(fig. 29∼36)은 통영의 민농과는

다르게 뼈대농이 중심이 되어 있고 장 농의 제작 기법

은 타 지역의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장 농의 제작이 진주 받닫이 와 같이 전통적인 양

식을 기지지 못하고 정돈산이 전승공예전에 태극문상

감 문갑장을 출품하여 수상한 이후 전통가구를 찾는 수

요가 많아지면서 공방이 활성화되고 전수생이 생기면

서 진주지역 소목장의 형태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근래 진주지역의 장 농은 통영지방의 민농의 형태와

차별화 되는 뼈대농을 제작하며 문판의 가장자리에 삼

호장, 성퇴뇌문, 겹귀뇌문, 태극문, 수 복 강 녕 등의 문

자를 시문하고 천판과 옆널의 제작에 농의 전면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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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느티나무를 사용하여 견고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호장줄기법을 발전시킨 염색집성목으로 제작한 색동목

을 이용한 재료로 전통가구 현대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

는 김동귀 소목장이 있다.

그림 29. 먹감나무 이층농

Figure 29. Meoggam tree

double-layered wardrobe

그림 30. 겹귀뇌문

Figure 30. Gyeobgwinoemun

그림 31. 문자상감

Figure 31. Letter inlay

그림 32. 문자, 창살문

Figure 32. Letter, lattice strip

door

그림 33. 태극문

Figure 33.

Taegeukmun

그림 34. 상감작업

Figure 34. Inlay process

그림 35. 성퇴뇌문

Figure 35.

Seongtoenoemun

5) 산청장(山淸欌籠)

산청은 서북쪽에 위치한 내륙지역으로 지리산이 위

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임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진주

지역과 인접하여 있다.

산창 장 농은 통영 지방의 가구와 마찬가지로 통영

장과 같이 형태상으로는 돌출된 뼈대를 쓰지 않는 민

농으로 농의 하부인 다리 부분에 서랍을 부착한 구조로

그 짜임에 있어서 기둥이나 동자 머름 칸, 쥐벽 칸, 쇠

목 등이 맞 짜임으로 평면으로 면 분할 된 것이 특징으

로 재료는 지리산 지역에서 나는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

를 문목으로 하여 버드나무, 감나무, 옻나무의 자연의

문양 백, 흑, 황색의 원색 문양의 바탕을 조화롭게 배열

한 호장줄과 문자상감(fig. 36) 등을 시문하였다.

그림 36. 문자상감

Figure 36. Letter inlay

그림 37. 기하학문양

Figure 37. Geometry glyph

호장줄의 시문기법은 사선으로 자른 호장줄을 문목

의 가장 자리에, 문판의 중앙에는 사선으로 자른 호장

선을 대칭되게 부착하여 기하학적인 문양(fig. 37)을 나

타내는 것이 일본의 기목상감기법과 유사하며 타 지역

과 차별화되는 시문기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6) 동복장(同福欌籠)

동복은 통영에서 해안선을 따라 이웃해 있어 통제영

산하의 12공방의 문물이 해상으로 쉽게 운송할 수 있어

소목장이 제작한 가구가 널리 보급되어졌다.

동복장은 통영장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구조면에서

서랍의 형태가 통영장과는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문목의 재료가 물푸레나무의 목근부에서 채취한 무뉫

결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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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지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55호 소목장으

로 지정 되어 있던 송추만(fig. 38)이 작고 한 이후 전

수조교인 이정곤에 의하여 기법이 계승되었다가 이정

곤 사망 후 전남지역은 설석천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로 지정되어 아들들이 가업으로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통영 소목가구는 형태상으로는 뼈대농이며 그 짜임

에 있어서 기둥이나 동자 머름 칸, 쥐벽 칸, 쇠목 등이

연귀 촉 짜임으로 돌출되게 면 분할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문한 내용에 따라 홑당귀호장테 상감, 태극문

상감(fig. 39), 문자상감(fig. 40)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

장 특색 있는 것은 당귀호장테 상감(fig. 41)이며 농은

대부분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 먹감나무를 문목으로 하

여 버드나무, 감나무, 옻나무의 자연의 문양 백, 흑, 황

색의 원색 문양의 바탕을 조화롭게 배열하여 제작된 것

이 동복 장 농의 재료 사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8. 송추만 작업 모습

Figure 38. Song, Chu Man work

scene

그림 39. 태극문상감

Figure 39.

Taegeukmun inlay

그림 40. 문자상감

Figure 40. Letter inlay

그림 41. 호장테상감

Figure 41. Hojangte inlay

8) 전주장(東福欌籠)

전주는 전라도의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전북지

방의 중심지로 생활이 풍요로와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

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전수되고 있는 선자장과 국악등이 국가무형문

화재로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통한옥마을을

비롯한 국가무형문화유산원이 위치하고 있어 전통문화

의 산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전주장(fig. 42)은 다른 지방의 가구와 마찬가지로 환

경과 생활공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거환경에

따라 화려함과 견고함이 잘 반영된 가구로 느티나무와

먹감나무를 재료로 장과 반닫이가 결합된 구조적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한 금구장식이

과다하게 붙은 가구이기에 호장줄은 단조로운 삼호장,

오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42. 전주장

Figure 40. Jeonju wardrobe

전주장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제 55호 지정된 소

병진(fig. 43)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다. 전주장의

금구 장식은 기능을 위주로 한 다른 지방의 가구 장식

과는 달리 기능과 문양 효과를 겸한 장식성이 강한 문

양을 사용하였으며 초기엔 짜임새의 견고성을 보완하

기 위해서였으나 후기 엔 장식 효과가 나타나 기하학적

문양, 자연적 문양, 양식화된 관념적인 문양으로 보상화

형 앞바탕과 호리병형 경첩과 감잡이 장식을 많이 사용

하였다.

그림 43. 소병진 전주장

Figure 40. So, Byeong Jin

Jeonju ward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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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양장(광양欌籠)

광양장은 통영장과 마찬가지로 돌출된 뼈대를 쓰지

않는 민 농이며, 그 짜임에 있어서도 통영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머름칸 쥐벽칸이 맞이음으로 되어 있어 앞판

이 밋밋한 면을 이루고 있고(fig. 44), 머름칸 쥐벽칸 복

판을 장식하는 느티나무, 목근부와 먹감나무 흑흔, 물푸

레나무의 아름다운 나뭇결로 문목을 선대칭으로 배치

하여 목리문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들기름, 콩기름이

나 생칠을 사용하였다(fig. 45~46).

광양장 농의 문판의 가장 자리에 시문한 호장줄은

삼호장, 오호장, 성퇴뇌문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호

장줄 제작에는 먹감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사용하

였다.

금구 장식은 장식성이 강한 문양을 사용하였으며

(fig. 47) 초기엔 짜임새의 견고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였

으나 후기엔 장식 효과가 나타나 호접문의 앞바탕, 호

접형 경첩 등이 사용되었으며 호접형 경첩에는 가슴과

배, 머리 부분이 섬세하게 조각된 백동과 황동으로 장

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44. 먹감나무 이층농

Figure 44. Meoggam tree

double-layered wardrobe

그림 45. 느티나무 이층농

Figure 45. Zelkova

double-layered wardrobe

그림 46. 물푸레나무 이

층농

Figure 46. Ash tree

double-layered

wardrobe

그림 47. 이층농 장식 부분

Figure 47. Decorated part of the

double-layered wardrobe

Ⅴ. 결 론

우리의 전통가구는 수 백 년의 연륜속에 형성된 아

름다운 목늬의 재료를 면 분할된 구조 속에 선대칭하여

배치한 가구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견고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견고함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문판으로 사용되는 노거수의 목근부에서 나

타나는 아름다운 나뭇결을 가진 재료가 희귀하고 구하

기 어려워 문판의 심미성을 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시문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호장줄을 이용한 가구 제작은

문판의 가장자리에 서로 다른 색상의 목재를 얇게 켠

후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문양으로 제작하는 기법으로

호장줄을 이용한 기법은 일본의 하꼬네 지방의 기목 상

감과 이테리의 Inray작업과 유사한 기법으로 우리의 전

통가구 속에 나타나는 호장줄 기법은 조선조 통제영산

하에 설치되었던 소목방의 기능을 전승한 천상원으로

부터 널리 보급되어 전라도의 동복, 광양, 전주 경상도

의 마산, 울산, 진주, 산청 등 내륙지방으로 확산되어

전통가구 제작의 시문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호장줄을 이용한 기법은 흑, 백, 황색의 목재 단판을

부착하여 제작한 삼호장, 오호장, 성퇴뇌문, 홑귀뇌문,

겹귀뇌문, 호장테상감, 기하학적인 문양과 문자상감 등

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문판

의 가장자리에 시문되던 호장줄기법이 문판의 가운데

문자상감과 태극문상감등과 결합되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심미성을 더하고 있다.

전통가구 제작에 수 백 년 된 노거수의 목근부에서

나타나는 희귀재를 대신할 수 있는 시문기법으로 사계

절의 변화로 다양한 수종의 소경목재를 이용하여 개발

한다면 가구 제작에 있어 좋은 재료를 구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양

의 시문에 사용될 색상의 목재는 염색집성을 통하여 해

결한다면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료구입에 대한 부

담을 덜어주게 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가구

를 공급할 수 있어

전통가구 현대화를 위한 재료 활용의 효율성을 가져

와 전통가구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

며 호장줄을 이용한 시문기법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다

양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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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8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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