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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식민지시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의 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부장품이나 생활용품에 흥미를 

보인 야나기 무네요시 등이 조선고적도보등을 통하여 조선공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

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건너온 일본인들은 전통시대의 부장품 혹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오래된 물건을 수집하면서 우리 전통공예를 자신의 상업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조선의 공예 문화는 일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주 왜곡되고, 일본식 기술에 

의해서 많은 변화와 왜곡을 감당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은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다. 

사실 일본은 칠(漆)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칠(漆)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나전칠기(螺鈿漆器)

는 예외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의 칠공예 기법에 대한 관심을 자주 표명하기도 했다. 

나전칠기 기법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조선,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칠공예(漆工藝) 기법 중 

하나였다. 중국에서는 조금(彫金)1), 일본에서는 시회(蒔繪)2)가 일찍이 발달하였으며 우리나

 * 동의대학교 사학과 시간강사

1) 금속공예기법의 일종. 금속에 정을 사용해서 문양과 글자를 새기는 법. 종류에는 모조(毛彫), 축조(蹴彫), 
타출조(打出彫), 고육조(高肉彫), 육합조(肉合彫), 반육조(半肉彫), 편절조(片切彫), 투조(透彫), 상감 등
이 있다. 재료로는 금, 은, 동, 철, 백금, 적동, 농은(朧銀), 놋쇠 등의 금속이 있다. 조금기법은 이집트에서
는 고왕국 제4왕조 헤테프헤레스의 유보(B.C. 3000년대 전반) 중에서 보인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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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나전칠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발달했던 기법이었다.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은 통제영이 폐영 되기 전까지는 조선 조정의 보호아래 유지되었다. 

통제영 폐영 이후 여기에 종사했던 장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고 생산량 또한 감소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3)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독은 재임 당시부터 통영지역의 

나전세공 장인들에게 사비를 보조하는 등 나전칠기에 흥미를 보였다.4) 지방비 보조에 의하여 

운영되던 공업전습소에 칠공과를 증설하기도 하고, 은사금 수산산업으로 상당한 은사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바야흐로 총독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기 시작하여 해방 이전까지 통영지역 나전칠기산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지된 통영 나전칠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 통영나전

칠기는 전통적인 우리 나전칠기의 어떤 면을 유지했으며, 반대로 어떤 부분이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왜곡되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영나전칠기는 우리 전통만도 아니고, 

꼭 일본식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절충과 왜곡과 변형 속에서 전통기법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일본식 기법도 변화를 맞이하여 독특한 통영만의 나전칠기가 형성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전칠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목공예(목가구, 목칠공예)의 분야의 하나로 인식

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첫째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그 시대를 대표하

는 종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 하였다. 주로 문헌과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문양의 

특징과 의장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시문방법 및 의도와 문양의 

적용에 있어 형태적 특성과 상징성이 연구 되었다.5)  

둘째 근대 이후 나전칠기 보존(교육)과 발전에 대한 연구이다. 통영지역 나전칠기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으로 자개의 가공과 끊음질 기법과 주름질(줄음질)에 관하여 연구하였

다. 근대통영지역 목칠공예 문화의 발달배경과 제작기술의 변화, 생산현황과 유통망 등을 

배경으로 활성화 전략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업전습소의 교육과 위상 및 전승자로서 

장인정신의 형성과 계보를 기술하였다.6)  

3000년대 전반까지 소급된다.
2) まきえ (蒔繪, makie) : 일본 칠공예의 장식법 중 하나로서 장식하고자 하는 면에 옻으로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금･은･주석 가루나 색가루를 뿌려 굳히는 것이다. 보통 옻칠을 한 바탕 위에 장식을 하지만 
칠하지 않은 바탕 등에도 응용된다. 문양 이외의 바탕에 가루를 뿌리는 기법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나전･상감･채칠･효몬[平文] 등도 병용되어 복잡한 장식문양이 만들어진다.

3) 일본칠공회(1919)｢朝鮮の統營螺鈿漆器｣일본칠공회잡지228, p.5
4) 每日申報(1913.05.30), 01면, 통영에서 靑貝細工製造人에 대해 총독의 私費 기부식 광경(05.10)
5) 이란희(1993)｢朝鮮時代의 螺鈿硏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숙(2001)｢고려시대 나

전칠기 연구｣미술사연구15호, 미술사연구회, 김원룡(1968)韓國美術史범문사, 곽대웅(1984)高麗

時代螺鈿漆器 硏究미진사

6) 유문두(2000)｢統營螺鈿漆器의 활성화 방안 연구｣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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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나전칠기와 관련된 심미적, 미학적, 지리학적의 접근이다.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조형

적인 특징과 의미 및 색채표현의 효과와 상징성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였다. 문양에 있어서는 

당초문, 구슬무늬, 거북등 꽃무늬 등과 건칠의 역사성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조형성을 소개하

였다.7)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문헌과 사진자료에 기반을 두고 문양의 상징성이나 형태, 제작기

법, 시문기법 등 의장에 관한 설명으로 집중하여 구성되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나전칠

기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점이다. 유물이나 문헌에 있어서 불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관찰이

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또 조형적인 특징과 의미 및 색채학적 표현의 효과와 상징성

에 있어 민간신앙을 상징하는 의미로 한계를 두었다. 이런 의미를 가짐에도 현재까지 미술사, 

공예사, 산업사 분야 그 어디에도 우리 나전칠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왜곡과 

변화와 계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었다. 특히 통제영에서 비롯되어 개항기를 지나 식민

지시기 사회상황으로 이어지는 근대 통영지역 나전칠기산업의 실상은 물론이고, 식민지시기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에 관한 것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있다 하여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일부분 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전칠기의 근대적 궤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

관보, 경남통영군안내, 부전의작전,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 기념 표창자 명감및 당시

의 신문기사에서 근대 통영나전칠기 산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식민지시기 통영나전칠기 

산업이 공업전습소를 시작으로 조선총독부의 연결고리에 의한 형성과 은사수산 산업으로 

이어지는 일본인들의 나전칠기 산업의 형성과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식민지시기 통영지역 일본인 나전칠기 산업의 형성과 실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조선의 전통 나전칠기 문화의 왜곡을 확인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이된 통영나전칠기의 실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종애(1990)｢근대 한국공예의 사회적 양상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명도(1992)｢전통공예 의장 의미체계의 전승과 변화｣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영하(1999)문화체계로서의 기술 : 중국 이족의 옻칠기술을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제5호, 서울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곽대웅(1978)｢韓國螺鈿漆器硏究:기법과 무늬의 상관성｣홓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일(1981)｢漆工藝의 歷史的 起源에 關한硏究｣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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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영 나전칠기업의 형성

2.1 전통 나전칠기업의 실상

우리나라의 나전칠기 산업은 신라와 통일신라시대를 이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면

서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관영체제로 운영되었다. 신라시대의 관청으로는 칠전, 통일신라 때는 

식기방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1272년 원나라의 요청으로 나전경함(螺鈿經函) 제작을 위하

여 임시로 설치한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이라는 특별 관청이었다.8) 조선시대에 나전칠

기 제작을 담당 하였던 관청은 공조이며 왕실에서 필요한 물건을 제작 담당 하였다.9) 공조에는 

경공장과 외공장을 두었으며 나전장(螺鈿匠)은 경공장에,  칠장(漆匠)은 외공장에 각각 소속 

되어 있었다.10)

통영지역에 통제영이 1593년(선조26년)에 창건되었다. 통제영 운영과 관련된 여러 분야공

방이 설치되면서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의 기반조성이 되었다. 통제영내에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군영 공방체제를 두었으며 평시에는 장인으로서, 전시에는 군인으로서 종사 하였

다. 1676년 군영이 최초로 세워졌던 두룡포를 중심으로 세병관, 백화당과 공방 및 각 군영의 

주요 부속기구가 건립되었다. 각 군영의 주요 부속기구로는 집사청, 화포청, 사공청, 포수청이 

건립되었으며, 내창 일부와 외창이 세워졌다.11) 이처럼 통제영 공방은 건립과 함께 만들어져 

군영에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충당하였던 역할이 통영지역 나전칠기업의 시작 이었다.  

공조에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면 통제사가 새로 부임할 때 함께 

통제영 공방으로 데려 오기도 하였다. 이런 기술자들은 대부분 양민이나 공천들 중 손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이들 장인들은 통제영 공방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었다.12) 

8) 高麗史節要第19卷 元宗順孝大王2年, “置戰艦兵糧都監, 又置鈿函造成都監, 以皇后欲 成藏經, 而求之也.”
9) 이종석(1986)한국의 목공예열화당, p.272

10) 법제처경국대전 권지6, p.515 
11) 김현구(2012)｢朝鮮後期 統制營의 公廨 構成과 變遷｣역사와 경계 83호6, p.115
12) 조석래(2011)｢나전칠기 공예의 중심은 통영이다｣통영문화12호, 통영문화원,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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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공방명 업  무 규모(칸) 각 장인의 수 총원 기타

1 칠방
(漆房)

각종 수공예품에 
칠을 하는 것

9 편수1,선칠편1,
공인21,채문장4 27

초기는 상･하 칠방으로 
분방되었으나 후기는 
칠방 또는 칠장방이라 함

2 화원방
(畵員房)

각지도 및 군사관련 
그림을 그리는 일

8 편수1,도화공1
공인19,각옥장2 23 의장용 장식화도 그림

3 야장방
(冶匠房)

쇠를 녹여 각종 
철물의 주조 및 연마

7 편수1, 연편1, 
도편1, 공인12 15 19세기 중반까지 연마

방이 별도로 있었다.

4 입자방
(笠子房)

갓, 삿갓 등 
각종 모자 제작

6 편수1, 공인26 27 ･

5 총방
(驄房)

말총을 엮어 망건, 
탕건, 유건 등 제작. 4 편수1, 공인12 13 생산품 2벌씩 3월에 진공

6 소목방
(小木房)

나무로 문방구 및 
가구, 생활용품제작

5 편수1, 공인9 10 각종 목재 수공품 생산

7 주석방
(周錫房)

백동, 주석, 시우쇠 
등으로 장석 제작

4 편수1, 석사왕
편수1, 공인19 21 장인을 두석장이라 했다

8 상자방
(箱子房)

버들가지,사리 등을 
재료로 상자 제작

3 편수1, 공인15 16 진상품을 담는 상자는
별도 제작

9 은방
(銀房)

금, 은을 세공하여 
장신구 제작

3 편수1, 공인1 2 ･

10 화자방
(靴子房) 각종 신발 제작 3 ･ 19세기 중반에 폐방

11 통개방
(筒箇房)

활과 화살을 넣는 
가죽 주머니 제작

2 ･ 19세기 중반에 폐방

12 안자방
(鞍子房) 말 안장 제작 2 ･ 19세기 중반에 폐방

13 패부방
(貝付房) 자개를 붙이는 곳 ･ 편수1, 공인4 5 수요의 증가로 19세기 

중반에 신설

14 미선방
(尾扇房) 둥근 부채 제작 ･ 편수1, 공인4 5 입자방에서 분화 19세기

 중반에 신설

15 주피방
(周皮房) 각종 가죽 제품 제작 ･ 편수2, 공인2 4 가죽의 사용증가로 

19세기 중반에 분화 신설

합계 15 56 168

<표1> 통영 통제영 공방과 규모 및 업무

  

출처 : 하훈(2018)근대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 연구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2

교남지13)에 의하면 1593년 통제영이 처음설치 되었을 때는 12개 공방14)이었으나 그때그때 

13) 1940년 정원호(鄭源鎬)가 김천 지역의 지리, 인물, 풍속 등을 포함하여 경상도 각 郡의 地誌를 묶은 
統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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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하여 세분화 혹은 통폐합 되어 식민지시기로 이어질 때 까지 그 명맥을 유지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현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명칭과 종사인원은 구체적으로 

규모를 파악 할 수 없다.15) 통제영의 명칭은 16개 공방이 나타나지만 3개 공방의 폐쇄와 

신설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2〜13 공방으로 운영되었음이 <표1>에 나타났다.

<표1>에는 각 공방의 장인에 따라 크기가 달랐으며 공방의 규모는 총 56칸 이었다. 화원방, 

야장방, 입자방, 소목방의 순으로 1칸씩 규모가 작아졌으며 칠방이 9칸으로 가장 컸다. 그 

외의 공방은 4〜2칸씩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장인의 수는 전체가 168명 이었다. 공방은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27의 공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칠부와 입자방이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은 공인이 소속되어 있었고 은방이 제일작은 2명의 공인이 소속되었다. 각 공방의 우두머리

를 편수라 하는데 공방마다 편수는 1명〜2명을 두었다. 

각 공방의 책임자인 편수는 유급장인으로 그 아래 공인을 두었는데 이들은 무급장인으로 

편수에게 고용되었다. 공인은 영내에서는 무보수로 종사하면서 관청의 수요품 이외에 자기가 

제작한 물품은 공방에 귀속되지 않고 시장에서 매매를 하여 생활을 하였다.16) 통제영의 공방

은 실질적으로는 12개〜13개 혹은 그 이상 운영되었다. 군용품제작을 위한 공방(야장방, 화원

방, 통개방, 안자방, 화자방, 칠방)과 일반생필품을 위한 공방(입자방, 소목방, 주석방, 상자방, 

총방, 은방)이 운영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공방체제가 변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통폐합 과정

을 거치게 되었다. 패부 방, 미선 방, 주피 방이 신설되면서 통제영 공방의 주목적인 군수품 

보다는 장신구와 생필품, 진상품 제작에 목적을 두었다. 

통제영 공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당시로서는 조선 최고의 물품으로 높은 가치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조정 고위관료의 뇌물로 사용17)되기도 하였으며 

후대로 갈수록 임금과 조정에 올리는 진상품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과 관련된 공방은 패부방으로 19세기 후반에 그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패부방의 

설치로 나전칠기업의 위상이 강화되고 대중화에 한걸음 나아가면서 근대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하였다. 통영지역에서 나전칠기가 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환경이었다.18)

대한제국시기 재무관을 지낸 山口豊正은 통영 나전칠기의 우수성에 대하여 “품질도 우수하

14) 嶠南誌卷紙 六八 統營郡誌, 한국근대지도지15,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1991), p.166 
15) 통영시사편찬위원회(1999)통영시지(상), 통영시, pp.244-247
16) 통영시사편찬위원회(1999)위의 책, pp.1192-1193
17) 조선왕조실록광해 5년(1613년) 8월 18일(계묘) 6번째 기사, 광해 14년(1622년), 3월7일(계묘) 1번째 

기사

18) 김시연(1995)｢충무나전칠기 산업의 생산･유통구조｣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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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佳良하고 色澤도 풍부하여”라고 하였다.19) 또 1915년에 발간된 경남통영군안내에 조선

후기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을 서술하였다. “高善五라는 사람은 청패세공기술이 뛰어나 이

를 견습하는 사람이 50여명에 이르고 이었다. 1887년 4월 서부동(현 문화동)에 청패세공 공장

이 설립되어 활성화 되었으나 통제영이 폐영 되면서 중단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통영지

역 나전칠기 업은 폐영 되기 이전까지는 관영체제 아래에서 어느 정도 유지 되었으나 폐영 

이후에는 겨우 명맥만을 이어오는 형국 있었다. 

통영지역 나전칠기 업은 통제영 폐영과 함께 새로운 전환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개항에 

이어 식민지시기로 접어들면서 외세의 자본에 의한 재료의 변용과 제작공정의 변화 등 종래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맞이해야 하였다. 전국에서 생산된 나전칠기 제품을 일본인들이 왕족의 

하사품이나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 및 축하물품으로 사용한 기록20)이 이를 뒷받침 

하였다. 

요컨대 전통을 고수하며 지켜온 통영지역 나전칠기 업은 개항이전부터 통영지역에 이주한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다. 식민지시기로 

접어들면서 통영지역 나전칠기 업의 실상은 이주 일본인들 자본에 예속되어 일본화 되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2.2 일본인 나전칠기업자의 대두 

일제강점기 전후하여 일본인 나전칠기업자가 급증하였다. 통영지역에 있어서 어업, 상업 

및 교통에 일본인이 많이 종사하였는데 약 83.5%였다. 조선인들은 73.2%가 농･목･임업에, 

16%만이 어업, 상업 및 교통에 종사하였다. 어업경제의 비중이 컸던 다른 어항(漁港)이라는 

지역성과 다르게 통제영이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짐작된다. 통제영이 해체되기 이전까지 통제

영 경제는 군영소속 관영수공업을 비롯하여 생필품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통제영 해체 이후 

행정체계의 변화에 의하여 관료 혹은 경제인 등 일부분이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하였다. 그러

19) 山口豊正(1911)朝鮮の硏究巖松書堂店、p.168
20) 순종실록부록6권순종 8년 10월12일, 1915년 일본 대정(大正) 4년, 양력 4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7권순종 9년 11월 3일, 1916년 일본 대정(大正) 5년, 양력 2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8권순종10년  6월20일, 1917년 일본 대정(大正) 6년, 양력 2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9권순종11년  1월 9일, 1918년 일본 대정(大正) 7년,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9권순종11년  4월20일, 1918년 일본 대정(大正) 7년,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11권순종13년 8월20일, 1920년 일본대정(大正) 9년, 양력 3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13권순종15년 8월30일, 1922년 일본대정(大正) 11년,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16권순종18년  2월6일,  1925년 일본대정(大正) 14년,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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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전칠기 및 생필품을 생산하는 재래공방은 점차 일본인 경제체제 아래로 예속되어 가면서 

아주 소규모로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21) 

통영지역 산업에 있어서 조선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으로 목기, 칠기, 죽제품, 선자, 

직물류, 어망, 소주, 선박, 지물 외 다수의 품목이 있었다.22) 이런 수공업제품을 제조하는 

조선인은 8,300호에 달하였으나 그 규모는 매우 영세하였으며23) 나전칠기와 관련된 품목만을 

정리하면 <표2>에 나타나고 있었다. 

품명
수량

단위

조선인 일본인 금액

총액(圓)수량 금액(圓) 호수 수량 금액(圓) 호수

鐵鑄物

(豆錫)
개(個) 30,000 900 1 - - - 900

木家具 개(個) 8,640 6,048 73   1,500 1,500 3 7,098

木器 개(個) 5,204 4,168 74    900 900 3 4,798
漆器 개(個) 3,295 2,677 14 - - - 2,677

<표2> 통영군 관내 나전칠기 관련 공산품 현황 (1914년)

출처 : 하훈(2018)근대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 연구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1

즉, 일본인에 의한 공산품은 소략하고 목가구와 목기, 칠기 공산품은 대부분 조선인이 차지

하였다. 식민지시기가 되었음에도 초기 통영지역 나전칠기 업은 여전히 조선인이 주도하였다. 

특히 나전칠기와 두석(豆錫)24)의 경우 통제영 시절부터 전해오는 우리 전통 고유의 기술로서 

일본인의 생산이 전혀 없었다. 일본에도 칠기가 있었지만 통영지역 나전칠기는 양질의 생산품

으로서 일반 대중들이 호감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일본인들이 기념품이나 축하물품 등의 

선물로 사용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식민지시기 나전칠기 업의 사업성은 통영지역에 정착한 일본인들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발현되었다. 통제영 공방의 폐쇄로 통영지역의 전통 나전칠기의 생산 및 수요는 많이 감소하

였지만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품목이었다. 식민지시기 이전부터 통영지역 상권과 유통구

조는 이미 일본인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특히 유통구조는 근대적 상업조직과 재래시

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이었다. 

21) 차철욱(2014)위의 책, pp.313-350
22) 山本精一(1915)慶南統營郡案內, pp.36-37
23) 통영상공회의소(2000)통영상공회의소 60년사, p.82
24) 가구에 장식･개폐용으로 고정하는 금속으로 본래 두석(豆錫)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장석으로 불리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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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을 요약하면 일본인 중심으로 어업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조선인들 중심은 공산

품 등이 중요한 요소이었다. 일본인의 자본에 의해 회사활동도 거의 지배되고 관공서의 물품

공급 까지도 독점지배 되는 등 통영지역의 상인들 산업은 일상용품을 거래하는 수준의 영세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다.25) 

요컨대, 일본인들의 통영지역 진출은 지리적으로는 거제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조선대륙 진출의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지리적 이점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식민지시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일본인 주도의 경제체재 아래로 편입되면서 식민지시

기 통영지역 나전칠기 업은 새로운 사회질서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3. 통영 나전칠기 산업의 전개

       

3.1 공업전습소 설립과 은사수산 산업

1889년 상공학교 관제가 반포되고, 1904년에는 기능공양성소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농상공

학교로 하였다. 1906년에 ｢관립공업전습소관제｣가 발표되고 칙령 제 6호로 ‘공업기술의 전습’

에 관한 것이 설립의 목적이었다. 1907년에 농상공학교는 관립공업전습소로 통감부 설치이후 

새로 개편되었다.26) 학자금으로서 6원이 지원되었으며 강사의 구성은 일본인으로 1907년 

개소 당시 17: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공예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27)  ‘공업에 

관한 시험 및 기능교육과 연구 분석활동’을 병행하고자 『農商工部令제50호(1910년 4월 7일)

에 의하여 공업전습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면서 工業傳習所規則 제 23조에 공업에 관한 시험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와 달리 개항 이후 대한제국시기까지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이 뚜렷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 개항이후 정부는 중심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통영지역

에서는 식민지시기가 가까운 1907년 이후 공업전습소가 설치되었다. 통영지역 공업전습소 

설립은 해체된 옛 통제영 시설을 일본인들 경제영역으로 편입시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

다. 일본인들은 공업전습소 설립을 위해 통제영내의 건물들을 그들이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

25) 통영상공회의소(2000)앞의 책, p.76
26) 김근배(1996)｢대한제국초기-일제 초 관립공업전습소의 설립과 운영｣한국문화vol 18, 서울대한국문화

연구소, p.424
27) 이종애(1990)｢근대 한 학국 공예의 사회적 양상 연구｣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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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였다.28) 

1908년 통영보통학교가 개교 하면서 청년 10명으로 진남공업전습소라 하여 실습을 시작하

였다. 1911년에는 통영군립공업전습소 설립을 현 통영시 항남동 에 인가 받아 세웠으며 군수

가 소장이었다. 공업전문교육기관으로 통영군으로부터 설립인가 및 연간 800원(圓)의 재정보

조에 의하여 일어학교 교사 와타나베 나오미(渡邊直躬)29)가 실무를 전담하였다. 옛 통제영의 

포수청과 사공청 건물을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였고 12월에 개소식을 하여 10명의 입학생이 

있었으며 교육기간은 2년 4개월이었다.30) 공업실습을 천시하는 당시의 사회풍조 때문에 학생 

모집과 교육에 개소초기에는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1914년 8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으며 연간 1,200원(圓)의 보조를 받게 되어 금공과 5명, 

녹로과 8명, 지물과 5명으로 늘어났으며 1915년에는 칠공과가 신설 되었다.31) 칠공과는 일본

으로부터 칠공교사를 비롯한 기술원 4명을 초빙하고 청패세공업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을 

제작하면서 칠공기술을 전습 하게하였다.32) 칠공과의 신설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게

(寺內正毅)가 통영지역 청패세공 기술에 흥미를 두면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통제영 폐영 

이후 겨우 겨우 전승되어 몰락한 왕실의 기물 제작에 의지하며 명맥을 이어오던 나전칠기 

산업은 새로운 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쇠퇴를 거듭하던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은 데라우치 마사타게(寺內正毅)가 청패세공 업자

에게 사비로 보조금을 줌으로서 관심이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지금 현재도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는 세병관에서 보조금 수여식이 실시되었다.33) 청패세공인 으로는 신문기사에 이름은 기재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대에 활동했던 박정수 나 혹은 박목수로 추정 할 수 있다. 아래의 

신문 기사에서 데라우치가 보조금을 준 사람들 이라 지칭을 한 기사를 보면 두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데라우치 총독은 위의 사사키 장관으로부터 동도의 청패세공에 유명한 통영은 종래 타처에 비하야 

공업적 사상이 진보되어 청패세공의 정밀한 일은 외인도 칭찬을 하며 내외가 공히 수용도 不尠(불

선) 하나 근래 자산의 융통이 윤택치 못함을 원인으로 하여 점차 쇠퇴(衰退)하는 지경에 함입한다

는 일을 듣고 실로 유감히 생각하여 총독은 기계의 부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기 직에 종사하는 

28) 차철욱(2014)｢전근대 군사도시에서 근대 식민도시로의 변화-경남 통영의 사례｣한일관계사연구
Vol.48, 한일관계사학회, p.313

29) 부산일보(1932년 5월 25일) 3면.
30) 통영상공회의소(2000), 앞의 책, p.84
31) 통영상공회의소(2000), 위의 책, p.85
32) 통영시사편찬위원회(2000), 앞의 책, p.1200.
33) ｢靑貝細工製造人에 대해 총독의 私費 기부식 광경 5월 10일｣每日申報(1913년 05월 30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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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대하여 자비로 약간의 금액의 보조를 하였다더라.34)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조선총독이 통영의 청패세공 장인에게 장려금을 내는 등 관심을 기울

이게 되면서 통영지역 나전칠기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총독이 나전세공 직공들

에게 자비로 보조를 하였다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흥미로운 사건으로 이는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이 부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당시 청패세공 장인으로는 박정수(朴貞洙)35), 박목수(朴

穆壽)36)가 있었다. 이들에게 후진양성비로 매년 100원씩을 보조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다. 총독의 관심이 알려지면서 나갔던 장인들이 통영지역으로 되돌아왔다. 조선총

독의 흥미와 관심으로 나전칠기 산업이 새롭게 부활될 것이라고 예감한 장인들은 타지역 

활동을 정리하고 통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패세공 업자는 3호에 종사자 9명으로 늘어났고 양성중인 제자까지 포함해서 25명이 되었

다고 1915 년에 발행된 경남통영군안내는 기술하고 있다.37) 이러한 원인으로 식민지시기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을 유망 사업으로 인식하는 등 주목의 대상이었다. 나전칠기 산업을 

조선공업 분야의 중요물산의 하나로 삼아 통영지역을 공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총독부의 보조금 지급은 한편으로 민간에서 제작되는 나전칠기를 정부 당국의 관리 아래에 

두고자 한 의도이며 또한 임시은사금수산사업의 일환이었다. 은사수산산업의 하나로서 공채

이자로 보조를 받아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던 군립공업전습소를 일본인이 승계하여 나전세공

실습소를 설립하였다.

한일합병에 즈음하여 일본천황의 은사금이 있었는데 일본정부는 임시은사금 3,000만원(圓)

을 5푼리 국채로 발행하였다. 이 5푼리 이자는 조선총독부의 주된  세입원으로 1910년부터 

1943년까지 지속되었다. 은사수산산업은 식민지시기 통치 수단을 위해 벌인 사업의 일환으로

서 구체적인 목적은 친일파의 구축, 저항세력 회유, 사회구휼, 구호, 지방경제의 종속이었다.38) 

34) 每日申報(1913년 5월 7일 2면) 6단
35) 통영나전장인 엄항주의 문하생으로 1914년 통영면 서부동에서 청패세공장을 운영하였다. 김일룡(2011) 
｢통영나전칠기 역사｣통영문화12호, 통영문화원, p.25

36) 나전칠기인의 길을 4대째 걷는 박용주(당시71세)의 인터뷰를 보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 박건수, 할아버지 
박한성, 아버지 박목수, 그리고 본인의 형님 철주 까지 모두 칠기인이다. 증조부가 나전칠기를 처음 
배운 곳은 지금의 세병관 근처로 칠방과 자개방에서 일을 하였다. 조부 박한성은 칠 기술이 뛰어났고 
한일합방 후 1914-1915년 사이(기억)에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주한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 아버지 
박목수를 日人들이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목수는 그곳에서 2-3년정도 근무 후 큰아들 철주 
씨와 함께 인사동에 공장을 차리고 직원은 30명 정도였다 고 말한다. 월간 한국 나전칠기･목칠공예4
월호(1990)

37) 山本精一(1915)慶南統營郡案內, pp.39-40
38) 전지영(2008)｢日帝强占期 臨時恩賜金의 分配와 成格에 關한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384 日本近代學硏究……第 62 輯

다양한 직종의 강습소와 전습소 설치는 회유성 정책으로 지방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수산산

업이 실시되었다. 교육정책은 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실업교육에 중심을 두었으며 양잠이나 

그 외 유망한 직종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여 실행 하였다.39)

일제는 식민지시기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조선인의 민심을 회유하여 식민통치구

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아래 실시하였다. 일왕의 은사금을 각 지역에 배분하

여 그 이자로 지역에 알맞은 각종 사업을 실행 하였으며 그 은사금을 바탕으로 한 수산(授産)산

업도 그 중 하나였다.40) 

처음 시작할 때 은사수산산업에 대한 지방민의 이해와 인식은 아주 생소하여 호응도가 

낮았다. 식민지시기의 강압적인 통제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업전습소의 지원자

는 매우 적었다. 전습생의 모집은 일본인과 친분이 있거나 지방 유지와 관계된 자를 포섭하여 

우선 선발하였다. 처음에는 수산산업을 실시하면서 일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협력을 구하는 식의 식민지시기 통치구조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

다.41) 이처럼 식민지시기 지배와 통제의 강화를 위하여 강압성과 회유책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수산산업은 일종의 회유책에 해당하였다.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은사

금수산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42)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10월 8일 각도 장관에게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에 은사금을 배부하면서 총독의 훈시를 통하여 방침을 지시 

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해당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의 종류를 선정하여 강습소와 전습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은사금에서 전습기관의 운영비용과 직원의 급여와 여비 뿐 

만 아니라 설비 및 기구의 구입, 생도에게 지급하는 식비와 수료자의 기구 및 원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외 수산산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다.43)

은사금 사업은 일제의 제국헌법 제8조, 조선총독부 칙령 제327호44), 대장성령 제4호45)에 

의하여 은사금을 국채로 발행한 것에 근거하였다. 1909년 10월 지방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은사금 이자 수입의 30%를 교육비로 충당 할 수 있도록 하였다.46) 자영

39) 배민재(2008)｢1910年代 조선총독부 임시은사금사업의 운영방향과 그 실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p.20

40) 전지영, 앞의 논문, pp.6-7
41) 배민재, 앞의 논문, pp.2-30
42) 朝鮮總督府官報｢朝鮮總督府官制｣(1910년 9월 30일)
43) 朝鮮各道府郡 臨時恩賜金由來及其ノ事業槪要朝鮮總督府(1911), pp.9-10 
44) 조선총독부관보제1호(1910년 08월 29일)
45) 조선총독부관보제150호(1911년 03월 03일)
46) 배민재, 앞의 논문,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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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지방에도 최소한의 기술습득을 속성으로 강습시키

는 각종 공업전습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 특성에 따라 유망한 사업의 종류를 선택

해서 세웠으며 지역적으로는 해안지대가 인접한 전남과 경남은 주로 수산업(水産業)과 관련

된 공업전습소가 설치되었다.47) 통영지역에는 은사수산 산업으로 나전세공실습소가 설치되

었다.   

통영지역에 세워진 나전세공 실습소(공업전습소)는 경상남도에서는 공채의 이자로 실질적

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경영이 잘 되어 도제를 양성하였지만 점점 운영상에 있어서 

곤란을 겪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다. 이에 토미

타 키사쿠(富田儀作)가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은사금 수산사업으로 기존 통영공업전습소를 

인수하여 나전칠기전습소를 설치한다. 바로 뒤를 이어 통영칠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보조금을 받아 운영을 하던 도제양성사업(나전칠기전습소)을 흡수하여 사업을 지속하였다.48)  

3.2 일본인 나전칠기 공장 설립

1918년 통영지역에서는 일본인에 의하여 기존 공업전습소를 흡수하여 통영칠공주식회사49)

가 설립되었다. 공업전습소를 흡수하여 통영칠공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일본 효고현(兵庫

縣)출신으로 토미타 키사쿠(富田儀作)는 1899년 8월 조선에 건너와서 1900년에 진남포로 거점

을 옮겼 정주 하였다. 전남 목포와 같이 진남포는 1897년 개항된 곳으로 개항과 동시에 일본인

이 많이 몰려들었으며 토미타 키사쿠 (富田儀作)50)역시 그 중의 한 사람 이었다. 청일전쟁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으로 진남포가 병참기지화 되자 지역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자본을 축척

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일본의 상업자본가로서 진남포의 지역적 특수성을 발판으로 식민지 

자본을 축척한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자본가이다.51)  

통영지역 일본인 야마구찌 세이(山口精)52)와 함께 1917년 토미타 키사쿠(富田儀作)는 조선

47) 배민재, 위의 논문, pp.21-22
48) 富田精一(1936)富田儀作傳, pp.278-279
49) 富田儀作 외 10名의 申請에 따라 統營漆工株式會社 設立을 許可했는데, 資本金 50,000圓으로 本店을 

慶尙南道 統營郡에 둔 同會社의 設立目的은 螺鈿漆器 其他 一般漆器의 製造, 販賣에 있다. 朝鮮總督府

官報(1918년 9월 11일)
50) 1900년 5월에는 광산의 채굴 허가를 받는다(.富田精一, 위의 책, 1936년, 94쪽. 은율과 장연 두 군데의 

체굴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는다.) 1905년에는 농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富田精一(1936), 위의 
책, p.114. 진남포 한두리에 채소밭을 매입하여 새로운 속성재배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1916년 이를 
관리하는 회사와 은행(토미타 합자회사와 삼화은행.)을 설립하였다. 

51) 이가연(2016)｢진남포의 ‘식민자’ 토미타 키사쿠[富田儀作]의 자본축척과 조선인식｣지역과 역사38, 
pp.391-401



386 日本近代學硏究……第 62 輯

공업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10명의 발기인을 조직하여 통영지역을 본점으로 하는 통영칠공주

식회사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5일 뒤에 인가를 받아 도제양성과 칠기에 필요한 재료 및 재정의 

공급과 산림경영 등에 착수하게 되었다.53) 토미타는 1922년까지 조선 전역 13도의 주요 도읍

을 시찰하던 중 1918년 야마구찌 세이(山口精)의 도움으로 통영칠공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사

장으로 취임하고 뒤에는 전무이면서 통영에 거주 하였다.54) 

1918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 통영칠공주식회사 설립을 허가받고 1926년에는 부산칠기회사

와 통영칠공회사가 합병을 결정55)하였다. 계속된 도제의 양성은 전국 각 지역에 전파되어서 

나전칠기를 제작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관영체제로 도제가 양성되고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 약간의 손실이 생겨도 이를 감수 하였다. 그러나 관영주도하에서도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 있었는데 반하여 민간의 경영은 녹녹치 않아 토미타 키사쿠(富田儀作) 개인의 

운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표3> 통영칠공주식회사 56)

본  점 경남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 1 설  립 대정 7년(1918) 11월 1일

자본금 5 만원(圓) 불입금 2 만 5천원(圓)

목적
나전칠기 및 기타 칠기의 제조 와 판매, 금공기구 및 목기 제조판매, 도제양성, 동 업자에게  

재료 및 자금의 조달, 용재와 칠액 보급

결산기 3월(년1회) 배당율 무배당

중역 (사장)富田儀作, (전무)山口精, (취재역)陶山美賀藏, 金炫國, 眼部源次郎, (감사역)藤光夘作, 金淇正

중역은 총 7명으로 일본인 5명, 조선인 2명으로 일본인 중역으로는 토미타 키사쿠(富田儀

52) 山口精(야마구찌 세이:1876년생 慶尙南道 統營郡 統營邑),  1909년 7월 31일 京城의 日本人商業會議所 

書記長에 취임, 1917년 12월에 富田儀作과 함께 전 조선 小工業의 조사에 착수하여 1922년 10월까지 
조선 전체 13도를 시찰, 1918년 12월 본인이 統營漆工株式會社 전무로서 통영에 거주. 富田儀作 외 
10名의 申請에 따라 統營漆工株 式會社 設立을 許可했는데, 資本金 50,000圓으로 本店을 慶尙南道 

統營郡에 둔 同會社의 設立目的은 螺鈿漆器 其他 一般漆器의 製造, 販賣에 있다. 1910년 이래 統營運河

開鑿을 주장하면서 1923년 6월 統營港灣運河期成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당선됨. 1932년 11월에 운하를 
준공함, 1921년  統營面立病院, 1921년 5월 統營郵便局을 설치, 1935년 통영읍장. (전거 :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근현대 인물자료,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 표창자 명감, 조선재주 내지인실업가 인명사전 
제1편, 실업인명, p.157)

53) 每日申報(1918년 8월 12일) 2면
54) 朝鮮總督府 施政25周年 記念 表彰者 明鑑(1935), p.1026
55) 조선신문(1926년), 1월 26일 기사

56) 中村資良 編(1921)｢朝鮮銀行会社要錄｣東洋経済新報社、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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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 야마구찌세(山口精), 토오야마미가조오(陶山美賀藏)57), 핫토리겐지로(服部源次郎)58), 후

지미스 우사쿠(藤光夘作)59)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통영지역의 기업체에서 중역으로서 활동

한 인물들이었다. 조선인 중역은 김현국(金炫國)60), 김기정(金淇正)61) 2명으로 이들은 통영지

역 경제인으로 모두 창씨개명을 하고 징토운동의 대상이 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 이력의 

소유자 이었다. 

나전칠기 산업은 기술 보급의 특성상 가내 수공업으로서는 수익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었다.62) 통영지역에 칠기제조업자는 약 6,70호인데 전부 개인이 경영하는 아주 영세한 

업체이며 주식회사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통영칠공주식회사가 유일하였다. 통영지역 전체적

으로 나전칠기 산업은 생산액 연액 8,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200여명이 취업되어 종사하였다. 

토미타 키사쿠(富田儀作)는 통영에 본점을 두었으며 서울에 토미타상회(富田商會)63)라는 지

점을 두어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나전칠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의 부전출장점에서 

통영의 나전칠기라는 상표를 붙이고 포장지를 사용하여 소량 판매하였으며 상품 대부분은 

일본에서 판매되었다.64)

57) 大分縣 北海部郡 上北津留村 출신으로 명치36년(1903년) 통영에 이주함. ｣통영의 인물(2)｣부산일보
(1915년 9월 7일 4면 6단); [陶山美賀藏]군 913년 統營製鋼(株) 전무이사(사장), 1919년 統營電氣(株) 
감사, 1920년 統營海運(株)이사, 1920년 統營漁撈(株) 이사, 1921년 統營海産(株) 감사, 1921년 統營煙草

(株) 사장, 統營劇場(株) 사장, 1922년 統營煙草元賣捌(株) 사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조합자료.)
58) 1877년10월 05일 생으로 1908년 조선으로 건너와 統營에서 貿易商을 운영하였음.

統營海産物株式會社를 운영, 1917년 현재 統營海産物株式會社長, 1920년 統營罐詰(株)사장, 1921년 統
營海運(株)이사, 統營肥料(株)사장, 統營鑄物(株)사장, 1922년 統營土地(株)이사, 1923년 服部商店(合名)
사장, 1925년 朝鮮汽船(株)이사, 1927년 統營金融組合 이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조합자료.)

59) 1884년01월28일 생으로 山口縣 大島郡 沖浦村 출신으로 1909년 4월 조선으로 건너와 統營에서 농사를 
함. 그사이 統營消防助長, 統營消防學校組合會 議員,統營消防管理者등 요직에 선출되었음. 1920년 統營

海運(株)감사, 統營製鋼(株)이사, 1922년 共同漁業(株)사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조합자료.
60) 김현국(金炫國, 金元炫國)은 1916년 6월 통영위생조합비 1000원과 은잔을 기부하고, 1926년 11월 통영면

협의회의원, 1928년 11월 16일 대례기념장, 통영, 1933년 6월 10일 통영군 소작위원, 1940년 4월 23일 
통영산업조합장 등을 지냈다. (http://blog.ohmynews.com/jbs21/215382), 1913년 통영제강 주주(42), 1920
년 元東貿易(株)사장(마산), 1925년 巨濟運航(株) 사장, 1929년 大邱商會(合資) 사장, 1932년 巨濟水利 

組合 사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조합자료.) 
61) 1884년생으로 통영소재 일어학교를 졸업, 일본 보통중학교 수업 후 관립법학교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판사를 역임 1917년 통영면 상담역으로 변호사를 신청 허가를 받았고 1919년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였다. 전형적인 일본화 되어있던 인물로 출세 지향적이었다. 1919년 統營電氣(株)이사, 1924년 
南鮮海産物(株)사장

62) 每日申報1923년 11월 06일 기사), 02면 4단
63) 토미타 키사쿠(富田儀作)는 전통 나전칠기의 개발과 복제에 관여하여 1922년 11월 28일 서울 남대문의 

文巴密호텔에 ｢조선미술공예품 진열관｣을 개설하여 나전칠기, 도자기, 골동품 등 4,000여점을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충무로 2가에 富田商會로 개칭하고 ‘통영특산’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조석래
(2011)｢나전칠기공예의 중심은 통영이다- 통영공예의 위상｣통영문화제12호, 통영문화원, p.86

64) 부산근대역사관(2014)근대나전칠기공예, p.73



388 日本近代學硏究……第 62 輯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 식민지시기 총독부의 관심을 넘어 일본인 민간인들에게까지 확장

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미타는 1928년(소화3년) 통영칠공주식회사는 운영난으

로 나전칠기 주식회사를 해산 하였다. 10년 동안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도제양성을 폐지하는 등 명칭도 단순칠기제작소로 바꾸어 개인에게 경영의 이전을 준비를 

하였다. 1928년(소화3년)에 4만원(圓) 이상의 손해를 보고 나전칠기 주식회사를 해산하였다.65)

통영칠공주식회사 제작기술원으로 근무하던 하시다 스케타로(橋田助太郞)가 통영칠기주

식회사를 인수하였다. 그는 1927년(소화 2년 9월) “교전칠공장작공장”(橋田漆工場作工場)이

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을 시작하여 1936년에는 연 생산액은 5만원(圓)정도로 되었다.66) 

토미타 키사쿠(富田儀作)의 나전칠기주식회사의 해산 시기와 하시다 스케타로(橋田助太郞)

의 인수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미리 인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통영지역에 1927년(소화2년) 8월에는 조선인 강기홍이 조선칠공사와 하시다스 케타로(橋田

助太郞)의 “교전칠공장작공장”(橋田漆工場作工場)이 통영군 대화정에 설립하면서67) 통영나

전칠기 산업의 대표로 등장 하였다. 이들 회사의 설립과 운영 및 경영전반에 관한내용은 

기록 부재로 현재로서는 서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식민지시기 통영지역 나전칠기산업은 영세하여 소규모 가내공업 중심의 제작소가 대부분 

이었다. 이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거의 표면화 된 기록은 없으며 1918년 이후 일본인에 의하여 

제작소가 운영되었다. 이에 전통적인 의장은 일본식으로 개량되어 대부분의 제품은 일본에서 

판매되었다. 그 중 일부 불량품이나 질이 낮은 제품은 국내에서도 소량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칠공예 조합의 결성과 활동

관장제 라는 안정된 기반을 바탕 하여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의 명맥은 유지되어왔다. 

통제영 공방에서 일자리를 보장 받았던 장인들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지만 폐영 되면서 

전국으로 흩어지고 소수 장인이 통영지역에 남게 되었다. 남아있는 장인들에 의하여 나전칠기 

등 통제영 공방제품이 생산 유통되어 미약하지만 그들만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었다.68) 통영지

역에서 예로부터 생산되던 죽관, 청패칠기, 농, 소반공, 금속세공, 칠공예, 목공, 망건, 연초 

65) 富田精一(1936)앞의 책, p.280
66) 富田精一(1936)위의 책, p.281
67) 조선공장명부(소화7년판)(2014)｢조선총독부식산국편찬｣사단법인조선공업협회발행기타공업, p.248
68) 차철욱(2014)앞의 책,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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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특화되어 유통되고 있었다. 이것을 생산하던 장인들에 의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여 상인조

합을 결성하였으나 활발한 활동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69) 

식민지시기 이전부터 통영지역에 있어서 나전칠기 조합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통영지역

에서는 상인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중하나가 칠공예 조합으로 그 단결력은 

아주 튼튼하였다고 경남통영군안내에서 기술하였다. 일본인에 의하여 1918년 통영칠공주

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당시 상인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은 자료의 부재로 서술이 

불가능 하였다. 1925년이 되어서 나전칠기직공동맹70), 1927년에 통영나전칠기 연구회가 통영

지역에서 창립되었다. 나전칠기연구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 4>에 잘 나타나 

있다.

<표4> 통영나전칠기 연구회의 활동 

순 개최일시 장   소 회의종류 회 장 의 결 내 용

171) 1927년 12월 1일 대화정 사무소 임시총회
의장 

강기홍

백골분배, 시작품출품기일, 
칠기제법서 발행

272) 1928년 2월 5일
대화정 

강기홍 칠공소 

2회 

정기총회

임시의장 

미상

연구회 시작품, 통영칠공업조합,
통영공업협회조직

373) 1928년8월 17일
대화정 

강기홍 칠공소 
임시총회

의장 

강기홍

시험작품 검사, 시험작품 

판매보고, 재정정리, 정기총회개최

474) 1928년11월 1일
대화정 

조선칠공사
정기총회

의장 

강기홍

회원의 정리,제2회 시작품 관련 

통영나전칠기 월보발행, 임원개선

<표4>와 같이 통영나전칠기 연구회는 1927년 설립될 당시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강기홍은 연구회에 시작품 출품 결의를 시작으로 나전칠기 제작기법을 

정리한 칠기제법서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1927년 12월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통영칠공

업조합과 통영공업협회에 가입하는 문제는 이듬해인 1928년 2월 5일에 제2차 정기총회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연구회원들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해 8월의 임시총회에서는 시작품 

판매 보고와 재정 정리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3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의 정리와 제2회 시작

품 출품을 11월 1일의 회의에서 결의하였다. 또한 통영나전칠기 월보를 통하여 통영지역 

69) 통영상공회의소(2002), 앞의 책, pp.75-77 
70) 시대일보1925년12월11일, 회장 : 배재협, 임원 : 강기홍, 김일근, 김영규

71) 동아일보1927년12월09일, ｢螺鈿漆器硏究會(統營)｣
72) 동아일보1928년02월22일, ｢螺鈿漆器硏究會 定總(統營)｣
73) 동아일보1928년08월24일, ｢統營 螺鈿漆器硏究會 臨總｣
74) 동아일보1928년11월06일, ｢統營螺鈿漆器硏究會 去一日定總｣



390 日本近代學硏究……第 62 輯

나전칠기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자 이를 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통영나전칠기 연구회는 정기총회에서 강기홍을 초대의장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

다. 나전칠기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통영지역 나전칠기산업이 일본에 이어 미국의 뉴욕까지 

홍보를 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회의 홍보 활동으로 통영지역 나전칠기산업은 국내는 

물론 국외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해외 판로를 확보하여 수출품으로서의 길을 열었다. 당시 

나전칠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도매상이 활동하였다는 기사75)를 실린 것으로 봐서 

나전칠기의 호응은 좋은 편이였다. 1928년 3월에는 통영 척사대회가 열렸는데, 나전칠기점 

동미사, 나전칠기점 강기홍 상점, 나전칠기점 이형규 상점이 통영나전칠기 연구회 일원으로 

참여하였다.76) 

1929년 2월 7일 경남통영나전칠기 연구회에서는 지난 7일 오후 8시 대화정 조선칠공사 

내에서 회장 강기홍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 내용으로는 재무보고를 비롯

하여 제반의결사항에 들어가서 일반회원의 의무인 제2회 연구품을 출품하기로 결의하였다. 

연구품의 시가는 2백 여원으로서 연구회의 재산으로 보충하며 기타사항으로 오는 1월 15일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였다.77) 1929년 10월 15일에도 통영나전칠기 연구회 위원회가 개최78)

되었다. 조선칠공사79)의 대표인 조선인 강기홍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회 회의에서 

임원으로는 회장 이형규, 연구부장 강기홍, 총무 김영규, 재무 서계문, 기서 송주안이 선임되

었다.80) 

이렇게 연구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영지역 나전칠기조합은 중일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통영칠공예조합을 창립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1940년 

2월 26일에는 원료확보와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통영칠공예조합을 결성한다. 이 

조합은 하시다 스케타로(橋田助太郞)를 중심으로 동업자 30여명으로 창립하여 나전칠기 재료

의 공동구입에 관한 진정을 총독부에 요청하였다.81) 이렇듯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은 해방이

전까지 조합 활동의 기반에 의하여 꾸준히 유지되어왔다.

       

75) 동아일보1928년10월15일
76) 동아일보1928년03월15일
77) 동아일보1929년02월14일, ｢漆器硏究會總會(統營)｣
78) 동아일보1929년10월22일
79) 경남 통영군 통영읍 대화정, 소화 2년(1927) 8월 창업, 대표: 강기홍, 주요생산품목 : タンス, 식탁. ｢조선공

장명부 소화 7년판｣조선총독부식산국편(1932), p.248
80) 동아일보1929년09월22일
81) 부산일보1940년02월24일, 통영칠공예조합이 26일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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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식민지시기 통영에서의 일본인 나전칠기 산업의 침투의 동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통영지역 전통나전칠기 업의 실상, 은사수산산업과 일본인의 공장설립 및 

공예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관주도에 의하여 통영지역 나전칠기 업은 성장해왔다. 개항과 함께 식민지

시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식 나전칠기 산업의 침투로 인해 우리의 전통 나전칠기 문화는 도전을 

받았다. 도제적인 교육방식을 통해 형성된 단순기능위주의 성격과 보수성이 수용되는 소위 

문화통치 방식의 하나로 창의성 교육이 배제되었다. 

둘째, 이주 일본인의 상업 자본에 종속되어 갔다. 이주 일본인의 상업자본이 진출 함으로서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들의 사업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제작공정과 

재료의 변용은 일본인 자본가 집단이 침투되면서 실질적인 지배체제를 가져왔다. 이런 변용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작소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의장은 점차 왜식으로 개량되어 그들에게 

종속되었다.  

셋째, 통치구조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회유성 정책 이었다. 공업전습소는 식민지시기 

통치구조의 초석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통제 수단으로 시행 되었다. 회유성 정책

으로 임시은사금에 의한 수산산업이 교화의 수단이 되었으며 식민통치기반을 더욱 튼튼히 

뒷받침 하고자 하는 목적아래 시행 되었다. 나전칠기 전습소 등으로 포장된 개인 사업들 

속에는 식민지시기 권력의 중심인 조선총독부와 유착된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총독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삼아 은사금수산산업의 공업전습소를 개량하여 사유화함

으로서 통영지역의 유력한 자본가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다.

넷째, 나전칠기 연구회를 창립하고 통영칠공조합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 식민지시기 

이전에는 상인조합이 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흔적은 없으며 1927년에 되어서야 

연구회 조직이 결성되어 회원들의 시작품을 제작, 검사하여 판매를 하고 칠기제법서와 통영나

전칠기 월보를 발행하여 해외에 까지 홍보를 하였다. 조선인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을 시작하였으며 중일전쟁을 기점으로는 일본인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것은 해방이전까지 

이어졌다.

요컨대, 일본인 자본가들 눈에는 식민지시기 조선은 기회의 땅으로서 사업의 가치성 보다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다.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 또한 일본인 자본가의 눈에는 

자본축척의 최적의 거점인 동시에 미개척 분야로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었다. 조선에 개척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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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을 노리고 이주한 일본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이나 국가를 강조하면서 내면에는 자신

의 이익을 늘리는데 모든 면에서 우선이 되었다. 개인 사업이 총독부라는 권력의 연결고리 

아래서 국가적 사업이 포장되어 덧씌워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식민사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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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제강점기 통영에서의 일본인 나전칠기 산업의 침투

하  훈
   
나전칠기 기법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조선,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칠공예 기법 중 하나였다. 중국에서는 조금, 일본에서

는 시회가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나전칠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발달하였다. 일본은 칠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칠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나전칠기는 예외였다. 전통적인 조선의 공예 문화는 일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주 왜곡되었다. 일본식 
기술에 의해서 많은 변화와 왜곡을 감당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은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다. 
우리 전통기법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일본식 기법도 변화를 맞이하여 독특한 통영지역의 나전칠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사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왜곡과 변화와 계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었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 하였다. 종교적인 관찰로서 사진자료에 기반을 두고 
문양의 상징성이나 형태, 제작기법, 시문기법 등 의장에 관한 설명으로 집중하여 구성되었다. 식민지시기 및 사회상황으로 
이어지는 근대 통영지역 나전칠기산업의 실상과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전칠기의 근대적 궤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식민지시기 통영나전칠기 산업이 공업전습소를 

시작으로 조선총독부의 연결고리에 의한 형성과 은사수산 산업으로 이어지는 일본인들의 나전칠기 산업의 형성과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1)전통적인 관주도에 의하여 통영지역 나전칠기 업은 성장해왔다. (2)이주 
일본인의 상업 자본에 종속되어 갔다. (3)통치구조의 강화를 위한 수단의 회유성 정책 이었다. (4)나전칠기 연구회를 창립하
고 통영칠공조합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모든 쟁점은 일본인이 중심이 되었으며 해방이 될 때 까지 
유지 되었다.
요컨대, 일본인 자본가들 눈에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식민지시기 조선은 기회의 땅이 되었다. 조선에 

개척지의 이권을 노리고 이주한 일본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국가를 강조하였다. 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데 모든 
면에서 우선이 되었다. 개인 사업이 총독부라는 권력의 연결고리 아래서 국가적 사업이 포장되어 덧씌워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식민사업 이었다.   

Japanese occupation in Tongyeong penetration Najeon Chilgi Industry of Japanese

Ha, Hoon

Najeon chi-gi was one of the techniques that was introduced to Japan from China to Joseon. In China, Chogum was Makie 
in Japan, and in Korea, Najeon chi-gi was the most common. Japan has developed a culture of painting to the extent that 
it is a country of lacquer, but it was an exception to Najeon chi-gi. Traditional Joseon’s craft culture was often distorted by 
the needs of the Japanese. The Japanese style of technology required many changes and distortions. And that effect continued 
until after liberation.

Traditional Japanese techniques, as well as traditional Korean techniques, have developed a unique Tongyeong Najeon chi-gi. 
There was no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distortion, changes and succession of historical facts. It focused on the history 
that led to Unified Silla, Goryeo and Joseon. Based on the photographs as a religious observation, it was organized by focusing 
on the description of the chair, such as symbolism, form, production technique, and test methods. It dealt with the reality of 
the Najeon Chilgi industry in Tongyeong, the area leading to the colonial period and social.

This study began with an interest in the modern trajectory of Najeon Chilgi.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ngyeong Najeon 
Chilgi industry was aimed at examining the formation process of Najeon Chilgi industry by the Joseon Governor-General’s 
link with the Eunsha Susan industry. Through this study (1)Traditional government initiatives have led to the growth of the 
Tongyeong region’s Najeon Chilgi. (2)It has been subjected to commercial capital of the Japanese immigrants. (3)It was a 
conciliatory policy of methods for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structure. (4)The founded Najon Chilgi Research Institute and 
joined the Tongyeong Chil Gong Guild to work. As above, all the issues were centered on the Japanese and maintained until 
liberation. 

Therefore, in the eyes of Japanese capitalists, Jose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came a land of opportunity as a means 
of their success. In short, in the eyes of Japanese capitalists, Jose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came a land of opportunity 
as a means of their success. The Japanese who emigrated to Joseon for the right to take advantage of the frontier emphasized 
the nation on the surface. Inside, it was all about increasing one’s profits. It was a typical colonial project in which a national 
project was paved and overlaid under the power of the Government-General.


