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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류(服飾類)에 표현된 금박(金箔)

최 은 수*

Ⅰ. 머리말

Ⅱ. 금박의 역사 및 제조법

Ⅲ. 복식류에 표현된 금박무늬의 의미와 상징

Ⅳ. 금박 올리는 법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금은 예부터 값진 귀금속의 하나로서 한 나라의 부의 척도로 인식되어 왔으며, 왕가의 권위를 상

징하 다.

조선시  사치금제(奢侈禁制) 속의 금(金)에 한 금령은 금이 가장 귀하 을 당시에도 중국에 진

상하는 것이나 관가용(官家用), 백관(百官)의 품 용(品帶用) 등에 금을 사용하여 이를 쓰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나타내었다. 금을 이용하여 만든 금박 또한 상류층의 전용물로서 의복에 화려하게 문양을 

넣어 입는 이의 권위를 한층 돋보이게 하 다.

그러나 현전하는 조선시  후기 유물에서 보면 양반가의 복식 및 일반인의 복식에도 다소 금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복이나 돌 복 등 특별한 용도의 의복에 금박을 올려 착용자의 장수

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염원이 반 된 것이라 생각된다.

‘금박’이란 국어사전1)에 “금이나 금빛 나는 물건을 두드리거나 압연하여 종이처럼 아주 얇게 눌러

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복식에는 이보다 좀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복식에 금박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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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올린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구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하 고, 금박 과정에 관하여는 4 째 의복에 금박 올

리기를 해왔던 장인 김덕환 선생(성남시 분당 거주)의 작업 과정 및 보고서2)를 참고하 다.

연구 목적은 복식류에 장식한 금박무늬의 의미와 상징을 조사하여 전통복식에 담고 있는 우리 조

상의 사상을 알아보고, 4 째 금박 올리는 과정을 전수해온 금박 기술을 통하여 현 복식 및 현 공

예의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금박의 역사 및 제조법

우리나라 금박에 관하여는 651년(진덕왕 5년) 신라에서 당나라로 보낸 ‘금총포(金總布)’가 금박의 

일종으로 생각되며, 고려시 에는 중국 송나라에 보낸 예물 중에 ‘쇄금홍매화라(鎖金紅梅花羅)’라는 

직물 명칭이 수차례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 에는 부금, 금박이라는 명칭 신에 ‘쇄금(鎖金)’이라고 

불렀으며, 남아있는 금박 유물로는 1302년 아미타불 복장물 중 주황색 라(羅)에 모란무늬가 금박되어 

있는 옷감 등 수 점 남아 있다. 

고려사(高麗史)권 77-6, ｢백관지(百官志)｣2에서 보면 은장(銀匠), 백통장(白銅匠), 적통장(赤銅匠), 

생철장(生鐵匠) 등과 함께 금박장(金箔匠)이 장치서(掌冶署)에 소속되어 있어 고려시 에 이미 관장

(官匠)으로 금박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 에는 관 (官營) 공장에 금박을 만드는 금박장(金箔匠)과 금박을 박는 도다익장(都多益匠)

을 두어 다양한 금박무늬를 생산하 다. 경국 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공전(工典), 경공장(京工匠)에 

상의원 소속 금박장이 4명, 본조 소속 2명을 두었으며, 도다익장은 상의원에 2명, 본조에 2명을 두었

다. 1533년에는 전교에 따라 성절사 편에 은박으로 금과 같은 색을 내는 훈금법(燻金法)과 묘금법(猫

金法)을 전수받고 왔다. 이처럼 금박이 비싸서 가금으로 금박장식을 신한 경우도 있었다. 악학궤

범(樂學軌範)에 자황으로 금박을 찍었다는 기록과 1505년(연산군 11년)에 화금도다익(花金都多益)과 

화자도다익(花雌都多益)을 신분에 따라 사용하 다는 기록3)은 순금이 아닌 가금용 자황으로도 금박

을 찍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시 와 조선시  유물 중에는 금박 용으로 은박을 사용한 것도 있고, 

훈금이나 자황과 같은 가금(假金)을 사용한 것이 있다. 

조선시  금박유물로는 은진 송씨의 당저고리 하단에 찍은 연화문 금박이 비교적 이른 것이며, 조

선 후기가 되면서 점차 성행하여서 금박을 찍은 옷과 장신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각종 의궤의 

기록에도 로의(露衣), 면사(面紗), 선자(扇子), (帶), 수자기[首沙只] 등에 첩금, 금박으로 도다익 한

2) 김희진, 1972, ｢금박장｣,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 96호, .
3) 燕山君日記, 燕山君 11년 4월 10일 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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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4)

전통적인 금박 제작방식에 해서는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誌) ｢섬용지(贍用

志)｣권 4 ｢금박(金箔)｣조(條)5)와 이규경(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부록 ｢오
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攷辨)｣, ｢금류(金類)｣조(條)〈제금박법(制金箔法)〉6)에 “금박은 금 7리

(釐)를 가지고 사방(四方) 일촌(一村)되는 금(金) 일천편(一千片)을 만들 수 있다. 물면(物面)에 바르면 

종횡(縱橫)으로 삼척(三尺)을 바를 수 있다. 금박을 얇게 칠한 후에는 오금지(鳥金紙) 안에 싸서 방망

이를 힘껏 두들겨서 박(箔)을 만든다. 조금지는 소주, 항주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동해(東海) 거죽

(巨竹)의 막(膜)을 재료로 쓴다. 두유(豆油)에 불을 붙이고 주위(周圍)를 막고 바늘 구멍을 내어 공기

를 통하게 하여 훈염연광(薰染煙光)하여 이 종이를 만든다. 이 종이는 한 장마다 금박 50편(片)을 두

들겨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후에 약 싸는 종이는 제거하고 주(硃)를 써도 파손되지 않으니 사람들

의 공교한 지혜로 만들어 낸 이물(異物)이다. 오금지7) 내(內)에서 두들겨 박을 만든 후에는 먼저 초

(硝)를 구어 묘피(猫皮)를 팽팽히 당겨 소방판(小方板)을 만들고 줄을 그어 피상(皮上)에 재를 부리고 

오금지 내의 박(箔)을 끄집어 그 위를 덮고 칼로 사방(四方) 일촌(一寸) 되게 줄을 긋는다. 입안에서 

숨을 죽이고 손으로 가벼운 막 를 잡고 입침을 바르면서 한 장 한 장 끄집어 소지중(小紙中)에 끼

고 화물(華物)로 포지(鋪地)에 칠을 한 후에 점첩(粘貼)한다. 금박의 점물(粘物)은 타일(他日) 폐기할 

때는 잘라서 불에 태워 재 속에 넣고 청유수점(淸油數點)을 뿌리고 주워 모아 닦아서 노(爐)에 집어 

넣으면 조금도 탈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 까지 이어 내려오는 금박의 제작법으로 

이경용 옹(翁)이 시행했던 방법과 유사한 것 같다.

가금 제작법에 관하여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부록(附錄) ｢오주서종박물고변(五

洲書種博物攷辨)｣의 <제금박법(制假金箔法)>8)에 “은박(銀箔) 1냥에 송지(松脂) 7전 소황(硫黃) 3전을 

섞어 그을리면 금색(金色)으로 변해 가금(假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금박에 관해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9)에는 금박을 “금에 약간의 은을 섞어 두드려서 얇게 만든 

것으로 금박을 찍는 데는 밤나무･ 추나무 등 결이 단단한 나무판에 무늬를 파고 거기에 접착제를 

발라 옷에 찍은 다음, 그 위에 금박지나 금박가루를 놓고 솜방망이로 두드리면 금박무늬가 나타나서 

우아하고 화려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 금박의 의미를 ‘금박’과 ‘도다익’하는 것까

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박은 본래 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궁중복식에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하 으며, 의복에 장식

4) 조효숙, 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우리나라 직물무늬, 상징과 아름다움｣, 문화재청, 38쪽.
5) 서유구, 1983, 林園經濟志, 二, 贍用志 권 4 ｢金箔｣條, 보경문화사,  481-482쪽.

해석문은 인윤실, 1978,｢조선왕조시  금박에 관한 연구｣, 복식 2호,  52쪽. 참조

6) 이규경, 1959,오주연문장전산고下, 附錄 ｢五洲書種博物攷辨｣,｢金類｣條〈制金箔法〉, 동국문화사, 1076쪽.
7) 오금지는 나무 껍질을 등잔불의 연기로 그을린 종이를 말한다.
8) 이규경, 1959, 오주연문장전산고下, 附錄 ｢五洲書種博物攷辨｣, ｢金類｣條〈制假金箔法〉, 동국문화사, 1078쪽. 안귀숙, 2006, 

금박장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42-43쪽 참조.
9) www.encykorea.com, ｢금박｣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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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 외에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되었다. 불가(佛家)에서는 불, 보살상의 개금(改金)이나 단청(丹

靑), 사경(寫經)에 쓰 고, 칠기(漆器)에는 금니(金泥)로 무늬를 새겨 넣었다. 뿐만 아니라 금전지로도 

쓰 으며, 청심환 같은 한약의 외피(外皮)로도 사용하 다. 

궁중복식에 사용된 금박은 궁 내에서의 품계에 따라서, 용･봉황 등 무늬를 제한하 으며, 남 녀에 

따라서도 무늬의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궁중에서도 상궁의 옷에는 금박을 일체 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 일반인에게 활옷과 원삼이 혼례 때 입을 수 있도록 허락 되면서 점차 일반인들

도 혼례 때 머리에 장식하는 도투락댕기와 앞댕기 등에 금박을 장식하여 화려하게 하 다. 요즈음에

는 일반적으로 저고리의 깃·끝동·회장·고름과 치마 밑단 등에 금박을 장식하여 입으며, 특히 아이의 

돌복이나 예복용 의복에는 좋은 의미의 문자무늬를 금박 하여 입히기도 한다.

Ⅲ. 복식류에 표현된 금박무늬의 의미와 상징

우리나라 전통 직물에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기에 날실과 씨

실을 걸어 무늬를 넣어서 짜는 직조 기법, 둘째는 염료에 의해 무늬를 표현하는 염색 기법, 셋째는 

색실로 수를 놓는 자수 기법이다. 이 중 염료에 의해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회염(繪染)･날염(捺

染)･힐염(纈染)이 있으며, 금박은 여기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날염 옷감 유물은 남아 있지 않지

만, 날염법으로 옷감에 무늬를 찍은 금박 유물은 상당 수 남아 있다. 금박은 왕실에서는 부금(付金)

이라고 하 고, 현재까지 원삼, 당의, 저고리, 댕기와 같은 왕실복식 유물에 금박무늬가 많이 남아 있

다.10) 이후 서민의 의복에서도 금박 무늬가 부분적으로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 옷

이나 예복용 의복, 쓰개류 등에서 다양한 금박무늬가 발견된다. 

여기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중 금박무늬가 있는 유물 50점을 조사하여 각 유물에 표현된 금

박무늬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원삼, 당의, 전복 사규삼 등의 의복은 1974년에 금박장 김덕환 

선생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던 것이다

1. 댕기류

금박을 올린 댕기류는 모두 23점으로, 도투락 댕기, 앞댕기 및 댕기 등이 있다. 

10) 조효숙, 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문화재청, 484쪽 참조



43
복
식
류⁀服
飾
類‿
에

표
현
된

금
박⁀金
箔‿

1) 도투락 댕기

도투락 댕기는 예장용 댕기의 하나로 조선시 부터 사용된 것으로 원삼이나 활옷 등 혼례복을 입

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쪽머리 뒤에 길게 늘인다. 홍색･흑색 등의 사(紗)나 단(緞)으로 만들며, 보

통 180cm 길이에 10~12cm 넓이의 크기로 만들어 중앙을 제비부리로 접어 두 가닥이 되게 한다. 댕

기의 정수리에는 학이나 부귀(富貴) 등의 금박을 올리고, 댕기 위쪽에 석웅황이나 옥판을 달고 중간

에 박쥐･동자･난초･꽃 등의 금박무늬를 넣고, 하단에는 수자(壽字)나 복자(福字)로 마무리한다. 길이

는 치마 길이보다 약간 짧게 한다. 혼례용 댕기에 동자(童子)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들을 낳

아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도투락댕기 및 띠류에 나타난 금박은 동물무늬로는 봉황과 쌍학･박쥐 등이, 식물무늬로는 석류･
꽃･난초가, 문자 무늬로는 만자(卍字)･수자(壽字)･복자(福字)･부귀강부(富貴康富)･수복강령(壽福康寧) 

등이 비교적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는 주로 혼례용이므로 부부의 화합을 강조하고, 장수와 복을 상

징하는 의미를 담아 표현하 다. 

<표1> 도투락 댕기에 올린 금박무늬 

연번 명    칭 금박 무늬 유물번호

1 도투락 댕기 봉황, 쌍학, 박쥐, 석류, 꽃, 난초, 卍字, 富字, 수복강령 285

2 도투락 댕기 봉황, 쌍학, 박쥐, 모란, 꽃, 난초, 卍字, 富字, 수복강령 1093

3 도투락 댕기 쌍봉, 서각 보문, 모란, 석류, 난초, 수복강령 1096

4 도투락 댕기 봉황, 모란, 석류, 길상문자 1714

5 도투락 댕기 석류, 꽃,  卍字, 富字, 수복강령 2610

6 도투락 댕기 쌍학, 박쥐, 모란, 꽃, 난초, 卍字, 壽富字 4103

7 도투락 댕기 박쥐, 꽃, 富字, 壽字 4668, 무복, 연희복

8 도투락 댕기 박쥐, 모란, 석류, 꽃, 난초, 壽福字, 卍字, 富字, 5113

9 도투락 댕기 박쥐, 석류, 모란, 福字, 5867

10 도투락 댕기 박쥐, 꽃, 卍字, 壽字, 福字,  17051

11 도투락 댕기 석류, 꽃,  卍字, 富字, 囍字 21240

12 도투락 댕기 학, 박쥐, 동자, 卍字, 壽字, 福字 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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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투락 댕기(5113)

    

도투락 댕기(17051)

2) 댕기(앞댕기, 말뚝 댕기, 댕기) 

댕기는 긴 머리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군데 묶어 내리 드리우는데 쓰인 끈을 말한다. 고구려 고

분벽화에서 보면 다양한 댕기를 이용한 것이 보이는데,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것과 폭이 넓고 길이

가 비교적 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여자들이 머리에 댕기를 다는 풍습은 그 후 발해 및 통일신라시

에도 계승되었고, 고려시 에도 댕기는 여자들이 즐겨 다는 치장거리가 되었다. 고려도경에는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들이 붉은 비단[홍라(紅羅)]으로 머리를 묶고 나머지 머리칼은 아래로 내리었

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오랫동안 유행되어 온 댕기는 직물생산이 늘어나고 문화수준이 높아

진 조선시 에 와서 한층 더 다양해졌다. 금박을 찍거나 수를 놓은 앞댕기･ 뒷댕기, 붉은 비단이나 

무명으로 만든 제비부리댕기는 쳐녀들이 많이 맸다. 이외에도 쪽댕기･고이댕기･뱃씨댕기 등이 있다.

드림댕기는 혼례복에서 뒷댕기인 도투락 댕기와 짝을 이루는 앞댕기로, 다른 예복에서는 뒷댕기 

없이 이 앞댕기만을 하는데 검은 자주색에 금박을 하 으며 갈라진 양 끝에는 진주･산호주 등의 장

식을 하 다. 

제비부리댕기는 변발한 처녀나 총각이 하 는데 처녀는 붉은색, 총각은 검은색이었다. 또 총각은 포백

(布帛)으로 하고 아무 장식이 없는 것이었으나, 처녀는 비단으로 하여 때로는 금박을 하기도 하 다.11)

11) 이훈종, 1996,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45
복
식
류⁀服
飾
類‿
에

표
현
된

금
박⁀金
箔‿

댕기류에 나타난 금박은, 동물무늬로는 봉황과 쌍학･박쥐 등이, 식물무늬로는 석류･꽃･난초가, 문

자 무늬로는 만자(卍字)･수자(壽字)･복자(福字)･수복강령(壽福康寧) 등으로 도투락 댕기와 거의 유사

하 다. 앞댕기는 혼례 때 사용하므로 부부의 화합,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있고, 다른 댕

기는 평상용이므로 비교적 간단한 무늬를 사용하 다. 

<표2> 댕기류에 올린 금박무늬

연번 명    칭 금박 무늬 유물번호

1 앞댕기 쌍봉황, 복숭아, 불로초,  福字 1456
2 댕기 봉황, 쌍학, 박쥐, 모란, 꽃, 난초, 卍字, 富字, 수복강령 2601
3 댕기 쌍봉, 서각 보문, 모란, 석류, 난초, 수복강령 4104
4 댕기 꽃, 卍字, 壽字 4221
5 앞 댕기 봉황, 모란, 석류, 길상문자 4666
6 댕기 국화, 囍字 4667
7 제비부리댕기 박쥐, 꽃, 卍字 5318
8 제비부리댕기 꽃, 卍字 5319

댕기(4667)

제비부리댕기(5319)

 

댕기(4221)

앞댕기(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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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개류

금박을 올린 쓰개류는 모두 10점으로 남바위, 조바위, 굴레, 복건, 호건과 무복(巫服)의 하나인 고

깔이 있다.

1) 남바위

남바위는 겉의 아래 가장자리에 털가죽을 둘러 붙인 방한모로 이마･귀･목덜미를 덮게 되어 있다. 

남녀노소 공용으로 일명 ‘풍뎅이’라고도 하며 난이(暖耳)･이엄(耳掩)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상류층

에서 일상복에 사용하다가 후기에는 서민층이나 예복, 구군복의 벙거지 밑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모

정의 앞 뒤에는 술과 매듭, 산호줄과 비취로 된 보패류가 장식되었고 양옆에는 앞뒤를 연결하는 끈

이 있다. 겉감은 부분 단(緞)이 사용되고 안감은 융이 사용되었으나 겉감으로 면, 안감으로 모가 

사용되기도 하 다. 여자용에는 길상문･학문･나비문･봉황문･국화문 등을 금박하여 다양하고 색스럽게 

장식하 다. 주로 겨울철에 갓 밑에 받쳐 쓰고, 궁중에 나아갈 때 금관이나 사모에도 받쳐서 쓰게 하

다.

남바위는 평상용이므로 나비, 꽃, 수복무늬로 비교적 간단하면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무늬

를 사용하 다. 

2) 조바위

부녀자가 쓰는 방한모의 하나로 조선 후기에 아얌이 사라지면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상류계급

에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일반 부녀자들이 봄･가을･겨울철에 걸쳐 방한용으로 착용하 고, 한편 

나들이 할 때 장식용･의례용으로 쓰기도 했다. 겉감은 두꺼운 비단[단(緞)]이나 얇은 비단[사(紗)]으로 

검은색･자색･상아색･흑색 등 다양하고, 앞 뒤에 술을 달거나 술 위에 보석을 붙이기도 하며, 앞 이마

의 좌우 양쪽과 뒤쪽 밑에 은･비취･옥 등으로 장식한 것도 있다. 앞 뒤 술이나 보석으로 연결된 끈

은 꽃모양 은줄, 산호구슬줄 등이다.12)

조바위에는 봉황, 수복강령만수여의길상무강(壽福康寧萬壽如意吉祥無疆) 등의 길상글자무늬가 새겨

져 있었다. 

3) 굴레

어린이용 모자의 하나로 장식과 방한을 겸해 씌운다. 겨울용은 두꺼운 공단(貢緞)으로 만들었으나 

여름에는 얇은 비단[사(紗)]을 사용하기도 하 다. 여러 가닥 굴레는 주로 북쪽 지방에서, 세 가닥 굴

12)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梨花女子大學校 出版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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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는 서울 지방에서 사용하 으며 지방에 따라 그 모양이 달랐는데, 전라도가 가장 화려하고, 개성지

방은 정교하며, 서울 지방은 얌전한 꾸밈을 하고 있다. 여러 가닥 굴레는 겉감을 비단으로 안감은 비

단이나 융으로 하며, 색은 흑･적･자･남･연두･분홍 등 가닥마다 서로 다르게 배합하 다. 세 가닥 굴

레는 겉･안감 모두 비단(緋緞)류나 사(紗)류로 되어 있고 색은 남･흑･연두･적색 등을 쓰고 있으며, 

모부의 가운데에 길상무늬를 수놓거나 금박으로 장식하 다. 

어린이용이었지만 부모 생존시 딸이 회갑을 맞을 때, 딸은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굴레를 

쓰고 어머니 무릎에 안겨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굴레는 수복귀다남만수무강다남자(壽福貴多男萬壽無疆多男子)･만수무강다남자(萬壽無疆多男子) 등 

부분 길상글자 무늬가 행서체(行書體), 전서체(篆書體), 해서체(楷書體)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찍혀있고, 국화･나비･박쥐･석류･아자(亞字)무늬 등을 도안화 한 것도 간혹 섞여있다. 여자아이에게 

씌우는 모자이지만, 다남자라는 길상무늬를 통하여 다남을 기원하는 의미와 장수, 복을 소원하는 의

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4) 복건

머리에 쓰는 건의 하나로 머리 뒷부분은 곡선으로 하고 앞단에서 귀 윗부분에 좌우 2개씩 주름을 

잡되 아래 주름 속으로 끈을 달아 뒤로 돌려맨다. 검은색의 증(繒)이나 사(紗)로 만드는데 온 폭 천

으로 만들므로 복건이라 한다. 조선시  사 부･유생들이 심의･학창의와 함께 썼으며, 초립동은 상투 

위에 복건을 쓰고 그 위에 초립을 쓰기도 하 다. 오늘날에는 명절이나 돌에 남자아이가 많이 쓴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고금관건제도 변증설에서는 “한나라 때에 왕공들이 선비

들의 복장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들이 많아 복건 착용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겨 옛날에는 천자의 복색

이었던 복건이 한말에 와서 선비의 복색이 되었다”고 하 다.13) 

아래의 유물사진은 남아의 돌복에 씌웠던 복건으로, 머리 중심에 화초와 꽃을 두고 양옆으로 봉황

을 넣고, 뒤통수에 쌍학을 배치하 으며, 이마부분에는 수복을 새기고, 선단에 인의예지(仁義禮智), 효

제충신(孝悌忠信), 밑단에 만수무강(萬壽無疆)을, 양쪽 끈에 수(壽), 복(福)을 새겨넣었다. 동물, 식물, 

길상글자무늬 등 다양한 무늬를 통하여 아이가 장성하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아이의 미래가 잘 되

기를 소망하는 염원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13) 한국의 관모, 남 학교 신라가야문화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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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 봉황, 화분과 꽃무늬

쌍학무늬

복건(4216)

 

호건(5611)

5) 호건

사내아이의 머리에 쓰는 관모의 하나로 설날 같은 명절이나 돌날･생일 등에 두루마기 위에 전복

을 입고 복건 신 이것을 썼다. 어린아이가 씩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호랑이의 얼굴을 모자 

위에 수놓았다. 호랑이의 눈썹･눈･수염･이빨･귀를 건의 이마 부분에 수놓아 표현하 으며, 끝에 끈이 

달려 있어 뒤통수 밑에서 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밑에는 길상글자를 금박으로 새겨 모든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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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다. 호건은 5,6세까지 착용하 는데 겉감은 검정색의 얇은 비단[紗]으로 하 고, 안감

은 남색 비단으로 만들어 은은하고도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이루었다. 호건에 새겨진 금박무늬는 ‘기

백수(祈百壽), 훈삼전(訓三傳), 회왕(曾王), 곽기(郭祺), 문법(文法), 한업(韓業)’ 등의 길상글자무늬로 

아이의 백수, 즉 장수를 기원하면서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잘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6) 고깔

승려가 쓰는 건의 하나로 천이나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 꼭 기가 뾰족한 모자이다. ‘곳갈’에서 음

이 변하여 고깔이 되었는데, ‘곳’은 첨각, ‘갈’은 관모를 말한다. 중의 상좌들이 흔히 쓰는데 무당이

나 농악을 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며 나장･급창 등의 하급 관리들도 썼다. 이 고깔은 무복에 사용

하 던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희자(囍字)를 금박하 고, 중앙에는 꽃을 붉은색으로 새겼다. 비교적 간

단한 무늬로 즐거움과 환희를 나타냈다. 

<표3> 쓰개류에 올린 금박무늬 

연번 명    칭 금박 무늬 유물번호

1 남바위 나비, 꽃, 壽福, 富字 7009
2 조바위 봉황, 壽福康寧萬壽如意吉祥無疆 18920

3
굴레 壽福貴多男萬壽無疆多男子 1380
굴레 萬壽無疆多男子 1599
굴레 박쥐, 나비, 꽃, 壽福康寧 2464

4
복건 봉황, 꽃, 福囍,壽,壽福 1688
복건 봉황, 꽃, 仁義禮智, 壽, 壽福, 萬壽無疆 4216
복건 壽福康寧, 子孫昌盛,  壽福 5892

5 호건 祈白壽, 訓三傳, 曾王, 郭祺, 文法, 韓業 5611
6 고깔 꽃, 囍字 8238 무복

굴레(2464)

         
조바위(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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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류

금박은 원래 민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예복용 의복에만 금박이 있었고, 치마저고리 등

에는 부분적으로만 금박무늬를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금박을 올린 의복류는 모두 16점이며, 원삼, 당의, 마고자, 전복, 치마, 저고리 등이다. 

1) 원삼

여성 예복(禮服)의 하나인 원삼은 앞깃이 둥근데서 온 명칭으로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

릎을 덮어 내리는 긴 길이에 앞길은 짧고 뒷길은 길다. 앞여밈은 합임(合袵)이고, 양 옆길이 절개되

어 있다. 원삼은 조선조 명나라에서 들어온 장삼, 즉 장배자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왕비 이하 내･
외명부들의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그 색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황후는 황원삼, 왕비는 홍원삼, 

비빈은 자적원삼, 공주･옹주･반가부녀는 초록원삼을 입었다. 직물은 겨울에는 단(緞)을, 여름에는 사

(紗)를 주로 사용하 다. 서민은 혼례 때 원삼을 입을 수 있었는데 그 양식은 궁중의 것에 비해 소략

하 다.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는데 개 화려한 꾸밈 족두리를 썼다. 

이 원삼은 1974년에 금박장 김덕환 선생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원삼의 무늬는 17세기 후반 이단

하 부인의 직금 원삼과 유사한 형태로 조선 말기에 유행한 원삼, 당의, 스란치마와 같은 예복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무늬이다. 수(壽)･복(福)･복숭아･복숭아꽃･석류･석류꽃･국화 등 8가지 길상무늬로 복합

구성 되어 있다. 복숭아･석류 등의 과실무늬는 다수(多壽)･다남(多男)･다복(多福) 등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목표를 은유적으로 그린 것이다. 복숭아는 천도라고 부르며 장수(長壽)를 상징하고, 석류는 붉은 

씨가 꽉 들어차 있어 다손(多孫)과 다남(多男)을 연상시킨다. 

원삼(4210) 원삼에 사용된 금박무늬

2) 당의

조선시  여자들이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예복의 하나로 당옷, 당저고리, 당적삼, 당한삼이라고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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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의는 간이 예복 또는 소례복(小禮服)으로 평복 위에 입었으며 궁중에서는 평상복으로 입었다. 

조선 초기 명나라에서 전래된 단배자(單背子)가 배자저고리로 변하 다가 다시 숙종 이후에 한말의 

당의와 같은 제도가 이루어진 것 같다. 당의에 향을 준 반비･배자 등은 당나라의 유속으로 명나라

를 거쳐 전래되었으므로 이 옷의 명칭에도 ‘당’자를 붙여 당의라 부르게 된 것이라 본다. 부분 초

록색 비단 겉감에 다홍색 안감을 받치고, 자주색 겉고름과 안고름을 달았다. 소매 끝에는 창호지 속

을 넣은 흰 천의 한삼을 달았고, 어깨에서 소매 끝까지, 앞길과 뒷길, 겉고름과 안고름 등에는 화문

과 박쥐 또는 수복(壽福) 등의 길상글자를 금박하 는데, 왕비의 경우는 봉황문도 사용하 다.14)

이 당의는 1974년에 금박장 김덕환 선생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장하던 것이다. 소매와 앞뒤길의 하

단에는 원삼과 같은 수･복･복숭아･복숭아꽃･석류･석류꽃･국화 등 8가지 길상무늬로 복합구성 되어 

있다. 고름에는 언배명자구다복(永言配命自求多福), 자천우지길무부리(自天佑之吉無不利)의 글자무늬

를 넣어 장수와 다복을 기원하 다. 

당의 (4213)

3) 마고자

저고리 위에 덧입는 웃옷으로 깃･고름이 없으며, 여성용은 섶을 달지 않으며 남성용은 섶을 다는

데 길이를 여성용보다 길게 하고 양옆 아래를 튼다. 비단으로 만들며, 호박 등으로 만든 단추를 1~2

개 다는데 남성용은 오른쪽에 달아 왼쪽의 단추고리에 여미게 되어 있고 여자는 그 반 이다. 여성

용은 개화기 이후 외출용으로 입게 되었는데 치마 저고리와 잘 조화시킨 고상한 중간색으로 하며 남

자용은 봄여름에는 옥색･녹색･수박색･회색 천이 많다. 

이 마고자는 남아용으로 겉감은 봉황문이 있는 연두색 양단이고, 안감은 분홍색 격자문 견으로 만

든 겹마고자이다. 소매를 색동으로 하 는데, 색동은 오방색을 음양관과 오행사상에서 상생과 상극의 

14) 유희경, 1980,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 학교출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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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루도록 배열하 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오색 롱한 무지개를 연상시켜 어린이 옷감으로 

애용되었다. 문헌에 기록된 색동옷은 1882년(고종19) 임오빈궁마마사월팔일의 발긔와 임오쳔만세

동궁마마사월팔일의 발긔에 ‘색동소고의’, ‘색동긴의 ’ 기록이 있다.15) 겉감 바탕 문양이 복잡하므

로 금박은 수구에만 희(囍)자와 꽃을 번갈아 장식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다. 

마고자(7072)

4) 전복

조선시  무관들의 군복으로 문무 관리들이 평상복으로 착용하기도 하 다. 답호･작자(綽子)･더그

레･호의(號衣)라고도 한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오늘날의 전복은 옛날 반비인데 일명 작자 또

는 답호라고 한다.”고 하 다. 홑옷으로 소매와 섶이 없으며 양옆의 아랫부분과 등솔기가 허리에서부

터 끝까지 트여 있다. 전복을 입을 때는 안에 붉은색 동달이를 입었고, 남색 전 를 띠고 전립을 썼

다. 전복은 고종 21년(1884) 의복 간소화에 따라 답호와 전복이 동일하게 착용되었으며, 고종 25년

(1888) 1월에 소매가 넓은 종류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문무 관리들이 평상복으로 입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이 돌이나 명절 때 입기도 하는데 머리에는 복건 또는 호건을 쓴다. 깃과 소매

에는 꽃무늬를, 앞길에는 수복강령(壽福康寧), 인의예지(仁義禮智),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길상글자무늬

로 장식하 다. 이 전복은 1974년에 금박장 김덕환 선생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15) 조효숙, 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문화재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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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4215) 앞

 

전복(4215)뒤

사규삼(4214) 앞

 

사규삼(4214) 뒤

5) 치마저고리

우리나라의 저고리는 삼국시 부터 조선시 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형은 변함없이 이

어져 내려오고 있다. 저고리의 구성은 몸체를 이루고 있는 몸판･깃･여밈부분의 섶･팔부분의 소매통 

등으로 별된다. 이 중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심한 곳은 저고리 길이와 도련, 소매의 형태를 들 수 

있으며, 이 부분을 통하여 저고리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  저고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저고리가 허리까지 길게 내려오던 것이 점점 길이가 짧아졌고, 화장의 길이는 길어서 손을 가리던 

것이 짧아지기는 했으나 손목을 덮으며, 소매는 통수로 배래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고, 수구에 넓은 

끝동이 있던 것이 약간 수구 쪽을 향해 좁아지면서 곡선으로 변하고 있다. 깃은 넓고 목판깃이던 직

령 깃이 좁아지면서 둥글어졌으며, 섶은 겉섶, 안섶 모두 넓었으나 차차 작아졌다. 

여자들의 치마는 평상복으로 짧은 치마･긴치마, 예복용으로는 스란치마･ 란치마로 별할 수 있

다. 짧은 치마는 서민이나 천민이 입었고, 긴 치마는 양반층에서 착용하 는데, 때로는 이 긴치마를 

예식용으로도 사용하 다. 짧은 치마나 긴 치마나 홑 또는 겹으로 했고 출토유물에서 긴 치마에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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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솜을 둔 것도 볼 수 있다. 스란치마는 스란단을 한 단, 란치마는 두 단을 치마단에 더한 것으로 

겹치마 다. 풍성하게 보이기 위하여 무지기를 겹쳐 입기도 했다.

예복용 치마저고리에는 원삼과 당의에 장식한 것과 같은 8길상문 등을 금박하 으나, 일반인의 치

마저고리는 색도 수수하고, 장식도 화려하지 않으므로 저고리의 끝동이나 고름, 치마의 밑단 등에 국

화･꽃･수복･희자 등의 금박무늬로 간소하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반회장저고리(16475)

깃(꽃무늬)

   

고름(수복, 봉황)

<표4> 의복류에 올린 금박무늬

연번 명    칭 금박 무늬 유물번호

1 원삼 壽福, 석류, 국화 4210
2 당의 壽福(앞뒤길), 永言配命自求多福(고름), 自天佑之吉無不利 4213

3 마고자 국화, 꽃 4942
마고자 국화 7072

4

전복 박쥐, 꽃, 壽福康寧, 仁義禮智, 孝悌忠信, 4215
전복 나비, 국화, 仁義禮智, 萬壽無疆, 4950
전복 국화, 壽福康寧 5609
전복 꽃, 仁義禮智, 孝悌忠信 5893
전복 草, 壽福 무복, 8293

5
치마 국화 4941
치마 꽃, 壽福 5316
치마 국화, 壽福 7075

6

저고리 꽃, 壽福 5307
저고리 꽃(끝동), 壽福(고름) 7037
저고리 꽃, 壽字(회장) 7420
저고리 꽃, 囍字 16475
저고리 꽃 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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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댕기류, 쓰개류, 의복류에 나타난 금박무늬를 조사한 결과, 동물･식물･글자･기하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간혹 보배･자연･인물무늬도 장식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수복강령(壽福康寧)･만수무강(萬壽無疆)･부귀(부귀)･다남(多男)･희(囍)와 같이 길상(吉祥)의 의미를 

지닌 한문자(漢文字)를 배열하여 복을 기원하는 것은 일찍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졌다. 특히 길상의 의미를 지닌 문자들 중에서도 목숨 수(壽)자와 복 복(福)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장수를 기원하는 수복(壽福) 문자는 으뜸 길상문자로 꼽힌다. 예를 들어 수복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수복문자도나 백수백복도는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백수백복도의 백(百)은 다양하

고 꽉 차 있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수로 백수백복은 복이 가득 차 있다는 만복(萬福)의 의미를 갖는

다.16) 

백수를 기원하는 백수백복도

크고 작은 금박무늬에는 우리조상들의 장수와 복을 바라는 문자와 상징을 담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사상은 오복(五福)을 두루 갖추어 몸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염원하는 사상이다. 서경

(書經)에 따르면 오복은 오래 사는 수(壽), 재산이 많음 뜻하는 부(富), 건강하고 평안함을 뜻하는 강

령(康寧), 인격을 갖춘 삶을 뜻하는 유호덕(攸好德), 천명을 다하는 고종명(考終命)의 다섯 가지이다. 

주로 상류층에서 이러한 오복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민간에서는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다남(多男)을 오

복에 포함시키기도 하 다. 상류층과 일반 백성이 생각하면 오복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壽)는 복의 으뜸으로 여겨졌다. 특히 부귀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장수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자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고 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인격을 갖추고 부유하며 귀한 삶을 살아도 장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

16) 국립민속박물관, 2007, 장수를 바라는 마음, 壽福전 도록,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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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인식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장수를 바라는 마음은 장수를 의미하는 문자인 목숨 수(壽)자와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으

로 표현되었다. 수자를 씀으로써 문자의 뜻이 지니고 있는 수복의 기운을 받고자 하 으며 생활 속

에 십장생을 장식하여 그 속에 등장하는 장생 상징물처럼 오래 살기를 소망하 다. 전통사회에서 가

졌던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문자와 상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표현 방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복

중의 복’이라고 불리는 장수에 한 우리 조상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다.17) 

이상 복식류에 나타난 금박무늬는 아래와 같이 크게 7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① 동물무늬 : 봉황, 쌍학, 학. 박쥐, 나비

② 식물무늬 : 모란, 석류, 연꽃, 국화, 난초, 꽃, 복숭아, 불로초,  

③ 보배무늬 : 보문, 서각

④ 글자무늬 : 수, 복, 희, 수복강령, 인의예지, 효제충신, 자손창성, 부귀강부, 만수여의길상무강, 

만수무강다남자, 인의부귀다남자, 자구다복

⑤ 기하무늬 : 만자

⑥ 자연무늬 : 구름

⑦ 인물무늬 : 동자

Ⅳ. 금박 올리는 법

1. 금박장 김덕환의 계보

김덕환 선생 가문은 증조부 김완형(金完亨)선생으로부터 금박을 하기 시작하 는데, 당시 고조부께

서는 궁궐에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계셨다. 20살 전후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낙선제 윤비, 

친왕비 덕혜옹주 의 에 금박을 올렸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궁중의 소사에 꼭 필요한 예복을 조달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직 의복들이 상당량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그 의복들을 행사 날짜에 맞추어 짜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금직옷의 

용으로 무늬를 목판에 조각하여 접착제를 이용해 옷감에 찍는 금박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물

론 금사가 아닌 금박을 의복에 이용한 예는 중국의 쇄금(鎖金), 일본의 인금(印金) 등이 이미 있었으

나, 우리나라 금박과는 달랐다. 

금박은 접착제를 칠할 때 이외에는 어떠한 도구도 쓰지 않으며, 목판을 이용해 무늬를 찍어내는 

17) 국립민속박물관, 2007, 장수를 바라는 마음, 壽福 특별전 도록,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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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법이다. 이러한 금박의 과정은 모두 궁 안에서만 하게 되어있었으므로 

조부 김원순(金元淳) 할아버지와 부친 김경용(金景用) 옹(翁)까지는 궁궐에서 일을 하 고, 현재는 4

인 김덕환(金德煥) 선생과 그의 부인 이정자(李政子)여사가 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 김덕환 선

생은 주요무형문화재 금박장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5  김기민(金基昊), 김인신(金仁信), 박수 (朴

秀英)이 전수생으로 돕고 있다.18)

선 에서는 직접 금박지를 생산하여 금박을 올리는 작업까지 하 으며 이 작업은 조부 김원순, 부

친 김경용 까지 전승되었다. 부친 김경용은 무형문화재로 활동하시다가 1973년 9월 돌아가셨고, 김덕

환 금박장은 소년기부터 부친의 일을 간헐적으로 돕다가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승하여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접 금박을 만드는 작업은 전수받지 못하 고, 금박은 외부에서 구입하

여 직물에 올리는 작업만 하고 있다. 

경국 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시 에는 금박을 만드는 금박장과 금박을 직물에 올리는 도다익

장이 본조와 상위원에 소속되어 역할이 나뉘어 있었으니 현재 김덕환 선생은 정확한 의미의 도다익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전승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금박 올리는 작업과정에 하여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용(3代, 金景用 : 1906~1973), 중요무형문화재 119호 금박장 김덕환(4代, 金德煥 : 1935 ~ )

2. 금박 올리는 법

1) 재료, 도구

금박 올리는 재료와 도구로는 금박지, 풀, 비단, 금박판, 큰붓, 풀판, 상(솜을 얇게 두어 폭신한 모

직류로 싼 후 다시 종이로 싸서 상부 전면에 깔아 놓는다), 화로, 부드러운 헝겊, 칼 등이 있다.

18) www.kumbak.co.kr . 김덕환 문화재 금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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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박 올리는 법

① 준비된 풀판 위에 묻히기 좋게 풀을 조금 떠서 펴 놓는다. 

② 큰 붓에 풀을 골고루 묻히고 풀이 리지 않도록 잘 훑어 놓은 다음 왼손으로 금박판을 받쳐 

들고 풀 묻힌 큰 붓으로 금박판 전면에 섬세한 문양이 잘 박히도록 붓끝을 눕혀 치기도 하고 

붓을 잠깐씩 끌기고 하며 빈틈없이 정성껏 골고루 풀칠을 한다. 이때 풀이 진하게 엉겨 칠해지

거나 목각판 문양의 선 밖으로 풀이 묻으면 무늬의 선명한 선이 흐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풀이 목판에 스며 표면이 약간 굳어지면 다시 한번 풀칠을 한다.

④ 상 위에 금박 올릴 비단을 펴 놓는다.

⑤ 펴놓은 비단 위에 금박판을 엎어놓고 흔들거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손에 적당히 힘을 주어 무

늬가 일정하게 박히도록 고른 힘으로 목판을 누르며 손바닥으로 내려 친다. 금박무늬의 선명함

은 판 박는다고 하는 이 도장 찍는 과정이 좌우한다. 본견은 풀기운이 잘 흡수되므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하며, 밑으로 풀이 스며 번지는 일이 없도록 무늬 밑에는 종이를 한 겹 깔아놓

는다.

⑥ 비단이 붙어있는 금박판을 약간 쳐들고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러 금박판의 고저에 관계없이 풀

이 고루 묻도록 한다. 

⑦ 다시 상 위에 잘 놓고 한손으로 비단을 누르며, 다른 한손으로 금박판의 한쪽 끝부터 떼어 낸

다. 이때에 민첩하고 정확하게 떼어내야 무늬가 뭉개어지지 않는다.

⑧ 풀로 무늬가 박힌 비단 위에 금박지를 한 장씩 옮겨 덮는다. 금박지가 담긴 손그릇을 왼손에 쥐

고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금박지 한끝을 약간 누르는 듯이 들면 손금에 백지와 함께 금

박지가 한 장 묻어 나오는데 재빨리 무늬 위에 살짝 얹으며 손을 가볍게 들고 입김을 조심스럽게 

불면 금박지가 비단 위에 곱게 놓이며 손끝에 백지만 남는다. 백지는 한편에 따로 모아 둔다.

⑨ 금박지가 덮히지 않은 작은 부분에는 무늬에 따라 남는 여분을 손끝에 묻혀다 옮겨 빈틈없이 

메운다. 순금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손끝을 섬세히 놀려 무늬위에만 금박지를 덮도록 작은 여

분도 남김없이 옮겨 붙인다. 비단에 풀기운이 아주 스며들기 전에 올려야 하므로 손길이 민첩

해야하며 콧김만 닿아도 뭉쳐버리는 금박지를 손끝에 알뜰히 묻혀 내어 옮겨야하는 어려운 작

업이다.

⑩ 습기 없는 마른 손을 가볍게 쥐고 금박지를 올린 위를 고루고루 살짝 두드린다. 너무 힘주어 

두드리면 풀칠과 금박지가 엉기어 못쓰게 된다. 

⑪ 약간 굳은 후에는 금박이 고루 먹도록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누른다. 

⑫ 잘 마른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지르면 무늬 외의 여분이 떨어진다. 

⑬ 덜 떨어져 나간 부분을 헝겊으로 가느다란 칼끝으로 긁어내며 뒷처리를 한다.

이상은 중요무형문화재 금박장 김경용 옹의 공정과정을 토 로 기술하 는데 이 전수 기법이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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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에 나오는 금박 제작과 매우 흡사함을 볼 때, 조선시 에서 현 로 내려오는 동안 그 기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내려오면서 또 한편으론 무늬를 오려낸 종이본을 비단 위에 올려 놓

고 접착제와 금가루를 섞어 이 위에다 칠한 후 종이본을 뜯어 내어 말려서 사용하는 떡금법을 사용

하다가 목판에 무늬를 새긴 후 접착제를 묻혀 비단에 찍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려 말린 후 털어내어 

사용하는 가금법을 사용하 는데, 요즈음엔 종이박을 사용하고 있다. 현 의 기법인 종이박을 보면 

금박 올리기는 전통적인 기법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다만 옛날에 쓰던 만들기 어려운 재료 즉 금박

지나 접착제를 손쉽게 구하여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치시켜서 간편한 방법을 연구해 낸 편법을 쓰

고 있는 것이다.19)

금박 올리는 장면

  

금박판

19) 예용해, 1997, 인간문화재 ｢금박장｣, 원사, 280-286쪽. 김희진, 1972, ｢금박장｣,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 96호, 인윤

실, 1978, ｢조선왕조시  금박에 관한 연구｣, 복식 2호, 62-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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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우리나라 금박에 관하여는 653년(진덕왕 7년) 신라에서 당나라로 보낸 ‘금총포(金總布)’를 시작으

로 고려시  ‘쇄금홍매화라(鎖金紅梅花羅)’ 및 1302년 아미타불 복장물 주황색 라(羅)를 비롯하여 조

선시  다양한 금박유물에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금박 제작은 19세기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誌),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의 문헌기록이 있고, 그 공예기술은 금박장 김덕환 선생에 전승되었다.  

복식류에 표현된 금박무늬의 의미와 상징에 관하여는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댕기류, 쓰개류, 의복류 

50여점을 조사한 결과, 동물･식물･열매･글자･기하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간혹 보배･자연･인물

무늬도 장식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수복강령(壽福康寧)･만수무강(萬壽無疆)･부귀(富貴)･다남희(多男･囍)와 같이 길상(吉祥)의 의미를 지

닌 한문자(漢文字)를 배열하여 복을 기원하는 것은 일찍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

졌다. 특히 길상의 의미를 지닌 문자들 중에서도 목숨 수(壽)자와 복(福)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장수를 

기원하는 수복(壽福) 문자는 으뜸 길상문자로 꼽힌다. 

예복에 사용되는 금박무늬에는 부부가 화합하여 다남하고, 장수하여 복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어린아이 옷에는 수복과 함께 자라면서 지켜야 할 규범을 으뜸으로 여겼다.

금박장 김덕환은 4 째 가업을 이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금박을 하고 있으나, 풀의 사용 등 부분적

으로는 현 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좀 더 시설과 재료를 보완하여 옛 기법을 전승

하고, 부친이 하 던 금박을 만드는 과정도 재현한다면 좀 더 많은 분야에서 금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금박무늬의 실물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만 고찰하여 좀 더 다양한 금박

무늬를 고찰하지 못한 점이며, 추후 타박물관 소장 금박무늬와 비교 고찰, 금박장 김덕환 선생이 소

장하고 있는 전통 금박무늬와 비교 고찰 등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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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gold leaf presented on costumes

choi eun soo

The use of gold leaf on textiles in Korea is examined in relics. Starting from Gumchongpo 

exported to Tang from Silla in AD 653, Soaegeumhongmaehwara (textiles of Goryeo period), 

and orange coloured textile found in the statue of Amitabha (AD 1302) to various types of 

relics with gold leaf in Joseon period.

Traditional producing skill of gold leaf is recorded in literatures of the 19th C. such as      

Imwongyeongjeji and Ojuyeonmunjangjeonsango while the craft was handed down to gold 

leaf craftsman, Master Kim DeokHwan. 

About fifty headdresses, headgears, and costumes from the collection of the Naitonal Folk 

Museum were examined. Animal, plant, fruit, character, and geometric design were most 

common; occasionally jewels, natural or human figure were also observed.

Wishing a good luck using auspicious Chinese characters such as Subokgangryeong (long life, 

happiness and peace), Mansumugang (longevity), Bugwi (prosperity), Danam (prolificacy of 

sons), and Heui (joy) was originated from China and widely performed in Korea as well. 

Among these characters, Subok for long life and happiness is regarded as the best one.

Gold leaf on wedding costumes wished for conjugal harmony, prolificacy of sons, long life 

and happiness; Long life and happiness as well as moral standards on children's costumes.

Master Kim is the fourth generation who succeeded family business and still using traditional 

skill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partly modernized methods are used in using pastes. Gold leaf 

is likely to be used in more diverse areas if traditional skills are handed down with complemented 

facilities and materials as well as Master Kim reproduces producing process of upper generation.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in the limits of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Further research can be a comparison with designs from other museum collections as well as 

with traditional designs owned by Master Kim DeokH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